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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30.골 4:2-18 

마지막 권면과 인사 (4:2-18) 

Final Words 

 

(4:2-4)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1. 기도의 중요성: 요청과 응답 vs. 관계와 상태 

a. 헌신(devotion): 일관성(steadfastness)과 꾸준함(without ceasing)  

b. 영적인 각성:  기도로 감사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 

2. 기도의 필요성 

a. 중보기도의 중요성 

1) 사역의 기회와 효과 

2) 사역의 열매를 맺게하시는 주체  하나님  

b. 기도의 응답과 경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4:5-6)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1. 지혜의 중요성  

a. 외인: 믿지 않는 자와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마태복음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b. 시간을 잘 써야 한다. vs. 시간을 낭비한다. 

1) Making the most of the time 

2) Ceasing the opportunities  

2. 은혜의 필요성  

a. 차별된 만남(경험): 소금 맛 

b. 은혜의 열매: 적절한 대답   

 

 (4:7-9)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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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1. 두기고  

a. 자격 

1) 내 사정을 전해 줄 수 있는 대변자  

2) 사랑 받는 형제(beloved brother) 

3) 신실한 일꾼(faithful servant) 

4) 주 안에서 함께 종 된 사람(fellow servant in the Lord) 

b. 보내는 이유 

1) 우리의 사정을 알게함 

2) 마음을 위로(encourage)하려 함  

2.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 받는 형제(faithful and beloved brother) 

빌레몬서 1 

10-12 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5-17 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4:10-14)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 유대인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2. 바나바의 생질(cousin) 마가: 사도 바울과 사역하다 중간에 떠난 사람 

3. 유스도(로마식 발음)라 하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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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바브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5.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디모데후서 4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4:15-17)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 

2.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3. 편지를 돌려서 일게 한 기록 

4. 아킵보: 빌레몬서 1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4: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 직접 쓴 부분 

2. 자신의 상황을 부각 

3. 은혜의 중요성을 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