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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돈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점수를 준다면?

2. 히브리서 설교자는 신앙 때문에 돈의 손해를 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참고/ 

 히 10:32, 34). 돈은 그 자체가 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에서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마 6:24 한 사람이 두 (                              )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                              )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딤전 6:10 돈을 (                              )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3. 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봅시다.

 ● 돈은 (                              )이 아니라, (                              )이다.

 ● 부자 = (                              ) 아니다.

 ● 부자 = (                              ) 아니다.

4.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법은 자족의 비결입니다(5절).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설교자와 사도바울이 말하는 

 자족을 배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6절, 빌 4:11-13)

5.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표현을 우리는 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아래 구절을 읽으면서 자족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 봅시다. (참고/ 마 6:21, 고후 6:10, 고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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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랑 그만하기
(히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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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It is said the most difficult preaching is “preaching about money.” If you were to score today’s sermon 
 out of 10, what would you give it?

2. The preacher of Hebrews seems to have delivered this message with the believers in mind who lost 
 money because of their faith (Ref/Hebrews 10:32, 34). Money cannot be said to be evil itself. What 
 are the warnings in the following verses?

 ● Matthew 6:24 “No one can serve two (                                          ). Either you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                                          ). 

	 •	 1	Tim.	6:10	For	the	love	of		(																																										)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3.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 about money.

 • Money is not  (                                               ), but  (                                               ).

 • Rich = No  (                                               ).

 • Rich = No  (                                               ).

4.	 The	secret	of	keeping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is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V	5)	As	you	read	the	following	verses,	what	do	you	think	the	secret	of	the	self-sufficiency	
	 of	the	Hebrew	preacher	and	the	apostle	Paul	is?	(V	6,	Philippians	4:11-13)

5.	 We	look	at	the	rich	and	say,	'they	live	well,'	but	the	life	of	living	truly	well	would	be	the	one	of	those	
	 who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God's	grace.	Look	for	the	fruit	of	self-sufficiency	
 in you as you read the following verses. (Ref/ Matt 6:21, 2 Cor 6:10, 2 Cor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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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4)

Stop the love of money
(Hebrews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