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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빌 4:1-3 

 

주 안에서 (4:1-3) 

In the Lord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a. 나의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b. 나의 사모하는  그 이유로 보고 싶은 교인들 

c. 형제: 영적인 가족 관계 

2.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a. “나의 기쁨”  나에게 기쁨의 이유를 주는 사람 

b. “나의 면류관인”  전도의 상급  사람을 중시   

3. “이와 같이”  3:17-21 

4. “주 안에 서라”  

a. 사람 안에 내 존재를 찾지 말라 

b. 주 안에 “서라” = stand firm, stand fast  

c. 빌립보 교회를 향한 호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1. 각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권한다. (= 간청, 호소, 부탁, 빌다.) 

2. “주 안에서”  전제 조건, prerequisite  

3. “같은 마음을 품으라”  the way to stand firm  

 

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1.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a. 누구인지 모름  영향력을 끼쳤어야 할 사람에게 중재를 부탁 

b. 제 삼자의 도움을 요청 

c. “참으로”  진정한, genuine 

d. 에베소서 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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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2.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a. 유오디아 + 순두게 = 동역자와 파트너  

b. 주 밖에서 다른 마음을 품음 

c. 불화 = 사역의 위협 

3.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a. 유오디아나 순두게파에 속하지 않은 글레멘드와 다른 사역자들 

b. 주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중립을 지키는 자들  

4.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a. 출애굽기 32:32-33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b. 시편 69:27-28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c. 시편 139: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d. 다니엘서 12:1-4 

e. 말라기 3:14-18 

f. 누가복음 20:1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g. 요한계시록 3:1-6 

h. 요한계시록 13:1-9 

i. 요한계시록 17:1-8 

j. 요한계시록 20:11-15 

k. 요한계시록 21:2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