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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1.빌 4:8-23 

 

평강의 하나님 (4:8-23) 

The God of Peace 

 

하나님의 평강 (4:6-7) The Peace of God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1. “끝으로 형제들아”  결론 

2.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선택이듯, 생각도 우리의 선택이다.  

3.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 true, truthful, honest; real, genuine ↔ 거짓 

4.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존귀, honorable, worthy, respectable ↔ 흉함 

5. “무엇에든지 옳으며”  바름, upright, righteous, good, just, right; proper ↔ 잘못 

6.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거룩함, pure, holy ↔ 오염, 부정, 부패 

7.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아름다움, pleasing, lovely, agreeable ↔ 경멸   

8.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인정, praiseworthy, commendable ↔ 비난 

9. “무슨 덕이 있든지”  선함, moral excellence, goodness ↔ 죄악 

10. “무슨 기림이 있든지”  칭찬(새번역), praise, commendation, approval ↔ 심판 

11.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을 품으라(공동번역), reckon, think on, reflect upon, take 

into account, consider, think,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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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제자양육의 원칙: modeling: learned, received, heard, seen in me  행함!!! 

2.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비결: 행함  순종 

 

4: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 수감 중인 상태와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2. 선교사 지원의 중요성: 생각  지원   

3. 기회: 1100 마일의 거리 

  

4:11-13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learned behavior  

2. 12절: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 adaptive behavior  self-contentment 

3.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do attitude 

4.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 배움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  적응   

 

4:14-17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 14절: 괴로움에 참여  

2. 15-16절: 유일한 지원 교회 

3. 17절: 교회에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함  

4.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교회  열매의 풍성함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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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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빌립보 교회의 지원으로 생긴 풍족함 

2.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3. 구약의 제사제도 폐지: 희생물  헌물  구제와 사역자 지원 

 

4:19-20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 19절: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축복  

2. 20절: 그 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1. 문안  인사  관심과 배려(기도와 지원) 

2.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 Caesar, 로마 황제  

a. 복음이 로마의 지도층에도 전해짐 

b. 1:13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3.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영혼)에 있을 지어다.  은혜의 중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