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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14-15절) 우리도 교회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공유하고 있는지요?

2.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참여"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더 헌금을 구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17절 내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니요

 18절 내게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 풍부한지라...

3. 바울은 자기가 받은 선물 보다는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함에 칭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17b를 읽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바꾸어 읽어 보십시오.

4. 헌금을 받은 바울보다,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과실"로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음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참고/눅 6:38, 눅 18:28-29)

5. 믿음 없는 자들의 도네이션과 믿음 있는 성도의 헌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마 5: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                            )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2) 마 10:8 ...너희가 (                            ) 받았으니 (                            ) 주라

 3) 롬 12:4-8 우리가 한 몸에 (                                   )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                              )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                              )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                              )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적용하기

<적용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연금(annuity)같이 돌아온 헌금 
(빌 4:14-17) 

빌립보서 강해 -제24편 



Apply to Life1. In Verse 14, Paul expresses encouragement and gratitude to the Philippian church by saying,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What	does	he	mean	when	he	says	to	share in	
	 his	troubles?	(Vv14-15)	Do	you	also	“share”	a	partnership	with	the	church	in	doing	good	deeds?

2.	 Paul	is	grateful	for	the	“sharing”	of	the	Philippian	church,	and	he	once	again	reveals	that	he	has	
	 no	intention	to	ask	for	more	offerings.	Look	at	what	Paul	says	in	the	following	verses.

 Verse 17  Not that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erse	18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have	more	than	enough.	

3. Paul said he didn’t want the gifts for himself, rather he desired those gifts to be credited to the 
	 Philippians’	account.	Read	Verse	17b	and	rephrase	it	in	your	everyday	language.

4.	 Paul	expressed	he	desired	for	the	“fruit”	to	be	credited	to	the	believers	who	had	sent	offerings	
	 rather	than	to	him	who	received	them.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answer	what	it	means.	
	 (Ref/	Luke	6:38,	Luke	18:28-29)

5.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nations	of	nonbelievers	and	the	offerings	of	believers?

	 1)	Matthew	5:47	If	you	greet	only	your	own	people,	what	are	you	doing	more	(																																						)?	
  Do not even pagans do that?

	 2)	Matthew	10:8	(																																								)	you	have	received;	(																																								)	give.	

	 3)	Romans	12:4-8	For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																																																	),	and	these	
	 	 members	(																																								)	all	have	the	same	function, so	in	Christ	we,	though	many,	form	
	 	 (																																					),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We	have	(																																					)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f	us.	If	your	gift	is	prophesying, then	prophesy	in	
	 	 accordance	with	your[a] faith; if	it	is	serving,	then	serve;	if	it	is	teaching,	then	teach; if	it	is	to	
	 	 encourage,	then	give	encouragement; if	it	is	giving,	then	give	generously; if	it	is	to	lead,	do	it	
	 	 diligently;	if	it	is	to	show	mercy,	do	it	cheerfully.

<Song in Response: My	Alabaster	Jar	of	Perfume,	Made	of	Pure	Nard,	I	offer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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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ing Returned like an Annuity  
(Philippians 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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