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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7.빌 4:6-7 

 

하나님의 평강 (4:6-7) 

The Peace of God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a. “아무 것도”  Nothing! No a thing! 

b. 염려(anxiety):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1)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fear) 

2) 두려워 말라” = Do not fear! Don’t be afraid! 

c. 염려(to be anxious)의 다른 의미: to be distracted 

1) having the attention diverted 

2) suffering conflicting emotions 

3) 마태복음 6:19-34 

4) 베드로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d. 염려의 반대말?  

e. 같은 단어: 빌립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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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절 

2.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a. “다만”  but 

b. “모든 일에”  in everything 

c.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1)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 디모데전서 2:1”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와 감사를 하되”  

3)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나 혼자 생각하기 vs. 주님과 생각하기  

4) 기도: 주님을 높이는 것 예) 주기도문 

5) 간구: 필요를 알리는 것 예)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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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을  

4.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a. 감사는 믿음과 응답에 대한 표현이다. 

b. 감사는 순종과 헌신에 대한 표현이다. 

c. 감사는 결과와 수락에 대한 표현한다.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그리하면”  결론은 

2. “모든 지각에 뛰어난” vs. “하나님의 평강이”  

a. to rise above, surpass 

b. 평강(peace, shalom) – harmony, unity, wholeness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핵심 단어: 관계와 소속 

4.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will guard your mind and heart  

a. 에베소서 3:16-21 

b. 잠언 4:23”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c. 이사야 26:3-4”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