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흘려보내는 사람"
                            (고후 9:6-15)
■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고후 9:6-15)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
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
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고

14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
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6-7절)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2. 헌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11-14절)
=> 11절 

   12절 
   
   13절 

   14절

3. 헌금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정한 대로 즐겨낼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7b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나니 이는 너

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4. 하나님께 드린 헌금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 드린 헌금에 대해 보답 차원으로 주신다기보다는 더 주고 싶어 하시
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성도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다시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5. 헌금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돌아봅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지에 대해 돌아보고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복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