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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 줄 아는 은혜 (이 교재는 김경민 목사가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1-9:15  

 

 

1. 다음 어느 문장이 재물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 개 이상 

고르셔도 좋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most accurately describe your attitude towards 

money? You’re welcome to choose more than 2. 

 

a.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벌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나에게 있다. 

I have the right to use my money in whichever way I want to since I earned it. 

b. 나는 내가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I have more money than I need. 

c.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t is not wise to support someone financially when that person doesn’t deserve it. 

d.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한다. 

Everything that I have belongs to God, and therefore I need to use it the way he 

wants me to. 

 

 

2. 사도행전 11:28-30 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8-9 장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사도행

전의 말씀을 읽고 나서, 바울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Acts 11:28-30 provides us with a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2 

Corinthians 8-9). Read Acts passage and summarise the issue Paul is dealing with in 

today’s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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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게도냐 교회가 취한 행동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8:1-5) 

What is extraordinary about the action taken by the Macedonian church? (8:1-5) 

 

 

 

 

 

4.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부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러한 부탁은 어떤 사실

들에 근거하였습니까? (8:6-15) 

What does Paul ask the Corinthian church to do? On what basis does Paul make this 

request? (8:6-15) 

  

 

 

 

 

 

 

5.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였습

니까? (9 장 천체를 살펴보십시오. 특히 12-15 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What outcome did Paul expect see as a result of the Corinthian church’s commitment? 

(Answer in light of the whole of chapter 9. Pay attention especially to vv 12-15). 

 

 

 

 

6. 다시 1 번의 문제로 돌아가 보십시오. 혹시 내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Go back to Q1 and see if there is any area in my mind where change of attitude is 

necess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