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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6.빌 2:19-30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2:19-30) 

Timothy and Epaphroditus 

 

2:19-20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1. 사도바울의 빌립보교회를 향한 기억과 기대  

 “사정(welfare)을 앎으로” 

2. “안위(격려)를 받으려 함이니”  be encouraged or cheered  

3. “뜻을 같이하여”  sharing the same feelings (감정) 

4.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바울과 3 번 방문 

a. “진실히”  sincerely, genuinely, truly  

b. 고린도전서 4: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c. 데살로니가전서 3:2-3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5. 디모데 외에는 없다.  

 

2: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나의 이익과 편의  

2.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니하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여정 

3. 마태복음 6:19-34 

 

2: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1. 연단  proof, approve  증명된 사람(a man of integrity; proven, tried, dependable) 

2. 로마서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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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희가 아나니”  사역과 동역의 경험 

4.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영적인 관계 

5.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역의 관계  

 

2:23-24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 디모데는 확실히 간다. 

2. 사도바울은 확신이 있다.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1. 에바브로디도: “비너스(여신에게) 속한”  빌립보서에서만 언급(2:25; 4:18) 

2.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3. “나의 형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관계 

4. “함께 수고하고(fellow worker)”  동역자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5. “함께 군사 된 자(fellow soldier)”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동참 

a. 디모데전서 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b. 디모데전서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c. 디모데후서 2:3-4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6. “너희 사자(messanger)로”  교회에서 파송되었음 

7.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빌 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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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1. 에바브로디도의 교회(교인) 사랑 

2. “근심” – 슬픔과 괴로움, distress, grief, sorrow 

3. 빌립보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사랑과 걱정 

 

2: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1. 죽을 병세에 있었던 에바브로디도 

2. 그러나(But God)  하나님이 그와 사도바울을 긍휼히 여기심  치유의 주권  

3.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1. 공감의 능력  

2. 행동으로 옮김 

 

2: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1.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receive him in the Lord  

2.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3. 데살로니가전서 5:12-1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2: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1.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안 에바브로디도 

2.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 부족을 채운(fulfill) 에바브로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