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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빌 2:12-18 

 

함께 기뻐하자! (2:12-18) 

Let Us Rejoice!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 바울의 걱정  분열의 조짐 

2. “사랑하는 자들아”  호소 

3.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4.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a. 죄로 결과로부터의 구원  칭의 = 하나님과의 관계 

b. 죄의 영향과 능력으로부터의 구원  성화 = 나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관계 

c. “항상 복종하여”  겸손 

d. “두렵고 떨림으로”  예민한 상황에 대한 경고 

e. “너희 구원을 이루라” = 교회의 평화를 온전하게 하라.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vs. 우리를 통하여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2.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 

3.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4.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움직이신다.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 “모든 일을”  all or everything  작은 한 일에서 불화가 시작된다. 

2. 원망: 불만, 궁시렁거림 

3. 시비: 이견, 불화, 다툼  

4. “없이 하라”  기회를 주지 마라.  

5. 겸손과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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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a. 흠이 없고  온전하여  

b. 순전하여  순수하여 (와인) 

2. “어그러지고(crooked)”  삐뚤어진 = 바르지 않은  

3. “거스르는(twisted)”  변질된(distort, pervert, corrupt) 

4. “세대 가운데서”  시대와 문화에서   

5.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the children of God = 흠이 없어야 한다. 

6.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 

 

2: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혀  붙들어(hold fast) = 집중하여  

2.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헛되지” = 공허함(empty) 

3.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재림)의 날에  

4.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a. 내 마음에 뜻을 두고 행하신 소원의 성취 

b. 구원과 하나됨 

 

2:17-1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 희생과 사역 위에 

2.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 전제(drink offering)  

 그리스도의 비우심 = 자신의 희생 

3.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 사랑과 평화를 기쁨으로 이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