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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8.빌 1:27-2:4 

 

바울의 권면 (1:27-2:4) 

Apostle Paul’s Exhortation  

 

1:27-28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1.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a. 그리스도의 복음 = 변화: 영적(관계)  마음과 생각  

 생활(행동, 삶의 방식) = to govern (통치, 운영, 지배, 관리) 

b. “합당하게” = 그 가치에 맞게 

2.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3.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a. 관계의 변화  한마음으로 서서 + 한 뜻으로 협력(투쟁)하는 것 

b. 목적의 변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4.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a. 담대함(용기, courage)  멸망의 증거 vs. 구원의 증거  

b.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c. 믿음(faith), 자신감(confidence), and 담대함(courage)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구원 

2. 고난을 받기 위한 은혜  보상과 상급  

3.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미 없는 고난 vs. 의미 있는 고난  

 

1: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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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움(agony)”  운동, 고통  

2. 목격했고 듣고 있는 그의 싸움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 그리스도 안에 권면  격려(encouragement)  

2. 사랑의 위로(안위, coㅡ fort) 

3. 성령의 교제  fellowship  

4. 긍휼과 자비  감정의 자리(affection)와 표현(compassion or mercy)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1. 마음을 같이하여  

2. 같은 사랑을 가지고  

3. 뜻을 합하여 

4. 한마음을 품어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1. 다툼이나 허영 

2.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책임에 충실 

2. 또한  그리고  

3.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배려에 충실 

4.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도자에 충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