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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빌 1:3-11 

 

바울의 기도 (1:3-11) 

The Prayer of Apostle Paul  

 

1: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 생각(기억)하는 사람 (800 마일의 거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현재 관계가 있는 사람이 더 가깝다. 

2. “나의 하나님께”  다른 하나님이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  

3. 사도바울의 서신 중에 감사나 기도나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다.   

a. 갈라디아서. 왜? 거짓선생에 의해 율법주의로 돌아간 교회 

b. 율법주의  은혜가 없다.  사람들도 은혜가 없다.  

c. 율법의 기능  정죄와 심판  그 마음으로 산다.  

4.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화가 나고 미움과 저주가 나오는 사람 

5.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힘들 때 위로와 도움을 준 사람 

6.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이 되자 

 

1: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 간구  기도 

2.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무리 

 

1: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함(consistency) 

2.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동역 

3.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크리스챤이 산다.  

4.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 헌금과 기도 < 전도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 “너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2.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구속(redemption) 

3.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구원  구속(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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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내신다.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4. “우리는 확신하노라”  공유하는 확신  

 

1: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확신의 이유 

2.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생각 vs. 마음 

3.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말과 행동 = 기도와 헌금 = 믿음과 삶 

4.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자(partakers)  

 

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1.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affection, love) vs. 8 절: 마음(heart) 

2.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longing, yearning)  

3.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1: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 “내가 기도하노라”  Just do it! 

2.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knowledge, recognition, consciousness) 

총명(perception, discernment) 

3. “점점 더”: instance vs. maturity  

4. “풍성하게 하사”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식 

2.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총명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 

2.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과  

3.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르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