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1.1.10.빌 4:4-5 

 

주 안에서 기뻐하라! (4:4-5) 

Rejoice in the Lord! 

 

분열에 관한 말씀  

1. 개인: 갈라디아서 5:16-17 

2. 가정: 베드로전서 3:1-7  

3. 가정, 동네, 나라: 마태복음 12:24-25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 창세기 4:1-7가인이 화가 난 이유 

2. “주 안에서”  기쁨의 장소 = 관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3. “항상” = always, all the time 

4. “기뻐하라”: 명령형 = keep on rejoicing 

a. 느헤미야 8: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b. 시편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c. 히브리서 12:1-2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쁜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수치와 고난을 참을 수 있다.  

5.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 강조 

2. 시편 32:11”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 
 

4: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1. 관용의 의미: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reasonableness (사려), gentleness (친절), forbearance (인내), consideration (배려)  

2. “너의 관용을”  하나님의 관용만이 아닌 나의 관용을 알게하라. 

3. “알게하라” = 경험된 지식  은혜의 사람 

4.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 바로 심판의 날이 가깝다. 

a. 고린도후서 10: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b. 야고보서 3:17-18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c. 고린도후서 2:10-11 “(10)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