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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건한 성도의 재물관
본문: 디모데전서 6:6-10, 17-19 (I Tim. 6:6-10, 17-19)

*경건한 성도들이 가져야할 재물관은 무엇인가?

I. (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6-8절)

(딤전 6:7)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욥 1:21)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 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딤전 6:8)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딤전 6:6)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빌 4:11-12)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II. 돈을 (             )하지 말아야 한다(9-10, 17절)

(딤전 6:9)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딤전 6:10)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마 6: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눅 12:15)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딤전 6:17)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III. 남과 (             )를 좋아하라(18-19절)

(딤전 6:18)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시오.

(사 58:10-11)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11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눅 16:8)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딤전 6:19)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행 2:44, 45, 47)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47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