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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코로나19 

히 10:19-31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
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
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
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6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
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27 남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28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
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29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
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0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 하고 말씀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1. 참된 예배자의 삶 (19-23절)
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쩌나?

나) 참된 예배의 기초 (19-21절)
19: 담대하게(boldly), 또는 확신(confidence)

9:27-28상 27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8 이와 같이 그리
그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시리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10:14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다) 참된 예배의 실제 (22-23절)
1) (진리+믿음+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22)

렘 31:33; 겔 3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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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리+소망)을 굳게 지키기 (23)

2. 진정한 공동체적 삶 (24-25절)
가) 교회에 못 모이니 어쩌나?

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24절)
1) 서로 살피기

2) 자극적 격려

다) 진정한 공동체의 열심(25절)

3. 혼란스런 종교계에서 분별하는 삶 (26-31절)
가) 신천지 같은 이단을 어쩌나?

나) 분별의 기준 (26, 27, 29)

1)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의 주되심): 

2) 언약의 피 무시(예수가 하신 일): 

3) 은혜의 성령을 모욕(예수 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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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별이 불가피한 이유 (27-28, 30-31)

결론: 예고!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내의 지각 변동 

삶으로 말씀읽기

1.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나의 신앙생활 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생겼나?

2.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새롭게, 새삼스럽게 다가온 부분은 무엇인가?

3. 진정한 공동체에 속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4. 혼탁한 종교계에서 어떤 기준점과 어떤 마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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