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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03/30/2023 

 

중심 구절: “…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8:13) 

 

1. 기복주의(기복신앙)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2. 비유 책 216 page 를 참고하여 빈칸을 완성 하십시오.  

그런 비유들은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간에 우리는 (         ) (         )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              ) (          ) 과 (          ) 를 (              ) 

(            ) 하게 (           )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유의 내용 

3. 비유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많은 빚을 거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였으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9 page) 

 

 

가)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뭐라고 일컬으셨습니까?   

 

 

4.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5. 불의한 청지기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충격적인 결말 

6. 주인이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위를 칭찬했다는 사실은 주인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냅니까? (225 page) 

 

가)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나)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무엇을 칭찬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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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의 설명 

7. 불의한 청지기는 비유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의 대표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여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써 보십시오. 또, 빛의 아들들은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써 보십시오.  

 

가) 누가복음 9:41, 마태복음 16:4   

 

나) 요한복음 12:36, 에베소거 5:8    

 

 

다) 우리 역시 모두 이세대의 아들들 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위의 

성경구절들을 읽으며 당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해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교훈 1 :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자산이다.  

8. 다음 성경구절들을 읽으십시오. 다음 성경구절은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가) 요 13:34-35, 약 2:15-17, 마 25:35-40 

 

나) 누가복음 16 장 9 절의 예수님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복음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9. 비유 책 229page 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십시오.  
 

주님은 (          ) 것에 (          ) 것을 (          ) (           )는 (        ) 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랍비적인 

가르침의 전형적인 형식이었다.  교활하고 부정직하고 속된 불신자가 덧없고 짧은 미래를 위해 친구를 

얻는데 청지기의 직무를 사용할 정도로 현명했다면, (              ) (        )는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해 (                ) (        )을 위해 (            ) (            ) (       )에 더욱 더 열심을 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교훈 2 :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로 간주해야 한다.  

10. 다음 성경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가) 욥기 41:11  

 

나) 로마서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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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한복음 3:27  

 

라) 당신은 청지기 정신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훈 3: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재물에게 내주지 말라.  

11.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생각나는 소비 중에 당신이 가장 기대하며 즐거워했던 소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12. 고린도후서 9:7 절을 적으십시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적용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단순히 재물뿐 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2. 당신은 이것들 (또는 이들을)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고된 싸움이 있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언들을 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