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ful Life Bible Study
PHILIPPIANS

빌 립 보 서

Introduction and Background

서론 과 배경
Lesson 1
Joyful Life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생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기쁨의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Welcome to the Joyful Life Bible
Study. Today we begin our study of the book of Philippians. Through this letter we will
discover how to live so that our joy is not dependent on our circumstances. Philippians has been
called Paul’s Joy letter.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How blessed we are to have God’s Word to strengthen and
guide us in these stressful times. Throughout Philippians there are precious promises that will
comfort and encourage us today.
이 서신은 매일의 삶을 위한 풍부한 실제적인 적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글은 빌립보에
살던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지만, 그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 보존 되어졌습니다.
This letter is full of rich practical application for daily living.
Although it is addressed to the believers in Philippi, its message has been preserved for each of us
who know and love the Lord Jesus Christ.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빌립보서 Philippians 4:4

1

빌립보서 배경
BACKGROUND TO PHILIPPIANS
서신의 저자 AUTHOR OF THE LETTER:
* 사도 바울 Paul, the Apostle

수신인 WRITTEN TO::
* 빌립보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Philippi
* 모든 믿는 자들 All believers everywhere

집필 시기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WRITING::
* 주후 약 61-62 년경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는 동안
Approximately A.D. 61-62 during Paul’s imprisonment in Rome

주제 THEME::
* 기쁨 Joy

쓴 목적 PURPOSE FOR WRITING::
* 믿는 자들에게 어느 환경에서든 어떻게 승리와 기쁨 안.에서 사는지를 보이려고
To show these believers how to live in victory and joy in any circumstance
*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증진시키려고
To promote unity within the church
* 교회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도록 도전하려고
To challenge those in the church to steadfastly cling to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님의
기쁨과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게하려고 To urge the believers to abound in the love of Christ
and to experience fellowship with the Lord so that His joy and power could be theirs
*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재정적 선물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를 표하려고
To express a personal “thank you” to his friends for their monetary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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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일 : 서 론
FIRST DAY: The Introduction
1. 첫 페이지의 서론을 복습하십시요. 무슨 생각이나 구절이 특별히 당신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Review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e lesson. What thought or phrase particularly spoke to you?

a. 왜 그런지 나누십시요.
Share why.

2. 서론을 마음에 두고 빌립보서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큰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를 쓰십시요.
With the Introduction in mind, write a prayer expressing your greatest desire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of Philippians.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Ask, and ye shall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요한복음 John 16:24b

제 2 일 : 저 자
SECOND DAY: The Author
1. 2 페이지에 있는 배경에 대한 보고를 복습하십시요.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Review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Who wrote the letter of Philippians?

2. 만일 누가 “바울이 누구입니까?”하고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If someone asked you, “Who was Paul?” what answer would you give?

도전: 사도행전 9:1-20 절을 읽고 바울의 개종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쓰십시요.
Challenge: Read Acts 9:1-20 and write a brief report of Paul’s conversion.

3. 많은 성경 해설자들은 빌립보서 1:21 절이 이 편지의 핵심 구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에
있는 바울의 진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은 바울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Many Bible expositors consider Philippians 1:21 to be a key verse of this letter. Think about Paul’s
declaration in this verse. What does it reveal abou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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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 수신인들
THIRD DAY: The Recipients
1. 바울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배경 정보를 참조하십시요)
To whom did Paul write this letter? (see Background information)

2. 이 공과의 페이지 2 에 있는 지도에서 빌립보 시를 찾아 동그라미로 표하십시요.
Find and circle the city of Philippi on the map on page two of this lesson.
도전 : 고대 도시 빌립보에 관해 찾아보고, 당신이 발견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십시요.
Challenge: Research the ancient city of Philippi. Provide a brief summary of your discoveries.

3. 사도행전 16:(1-5)6-12 절을 읽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적해 보
십시요. Read Acts 16:(1-5)6-12 and trace the divine guidance leading to Paul’s arrival in Philippi.

a. 지도에 드로아 시를 표하십시요.
Mark the city of Troas on the map.
진보반: 사도행전 16:12 절에 있는 대명사 우리를 주목하십시요. 바울이 빌립보로 향하는 그의 여행길
에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십시요.
Advanced Students: Notice the personal pronoun we in Acts 16:12. Paul had traveling companions on his
journey to Philippi. List the names of those accompanying him.

4. 빌립보가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첫째 도시였음을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추
십시요. 그곳에서 바울은 유럽 땅에 첫 번째 기독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
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아래의 구절들에서 읽으십시요. 아래에 있는 각 구절들 중에서
당신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요. Pause to consider that Philippi was the first place
in Europe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re Paul established the first Christian congregation on
European soil. Read the following fascinating events that occurred while Paul was in Philippi. Record
something from each that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a. 사도행전 16:(12)13-15 절
Acts 16:(12)13-15

b. 사도행전 16:16-24 절
Acts 16:16-24

c. 사도행전 16:25-34 절
Acts 16:25-34

d. 사도행전 16:35-40 절
Acts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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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 집필 시기 및 장소
FOURTH DAY: Date and Place of Writing
1. 페이지 2 에 있는 배경 보고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언제 편지를 썼습니까?
According to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when did Paul write Philippians?

2.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을 지도에 표하십시요.
Highlight on the map where Paul was when he wrote this letter.
3. 이 편지의 주제인 기쁨에 대하여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요.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처해
있었던 환경을 안다면, 왜 이 주제가 그렇게 놀랄만합니까? Pause and think about the theme of
this letter, JOY. Recognizing Paul’s circumstances when this letter was written, why is this theme so
remarkable?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가 중요하다.
It’s not so much what happens to you child, but how you take it that matters.
코리 텐 붐 Corri ten Boom

제 5 일 :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의 목적
FIFTH DAY: Purpose of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1. 배경에 있는 정보에서 이 편지의 목적들을 복습하십시오. 그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여기에 기록하
십시요. Review the purposes for this letter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Using your own words
record them here.

2. 그 목적들 중 어느 것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줍니까?
Which of the purposes especially speak to you today?

a. 왜 그런지 말하십시요.
Tell why.

3. 이러한 목적들이 어떤 면으로 오늘날 믿는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해줍니까?
In what way do these purposes address the needs of believers today?

a. 이것이 어떻게 빌립보서를 꼭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까?
How does this influence your desire and commitment to study Philipp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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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 서론과 배경을 복습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the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이 공부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서론이 당신에게 교훈을 준 면을 나누십시요.
Share a way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is lesson ministers to you.

2.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배경 정보에서 당신의 주목을 끈 것을 기억하여 기록하십시요.
Recall and record something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that caught your attention.

a. 왜 그런지 말하십시요.
Tell why.

3. 이번 주 공부에서 바울에 대한 당신의 관찰을 통해 어떤 면으로 바울이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Through your observation of Paul in this week’s lesson, in what way is he an example for you?

4.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합니까?
What difference should the study of the Bible make in our daily living?

a. 빌립보서 공부를 위한 준비로, 당신이 매주 공부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실제적인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을 당신의 그룹과 나누십시요.
In preparation for your study of
Philippians, think about a practical plan that will help you to complete your lesson each week.
Share this with your group.

주안에 기쁨 있네.
성령 안에 사랑 있네.
주를 아는 지식 안에 소망있네.
나의 영혼에 넘치는 사랑이
하늘로부터 강 같이 흐르는 샘 있다네.
There is joy in the Lord.
There is love in His Spirit.
There is hope in the knowledge of Him.
There’s a fountain that flows like a river from heaven,
Abounding in love to my soul.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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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PHILIPPIANS

개 관
Overview
Lesson 2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공부나 강의 중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 주는 한 면을 상기하십시요.
Recall one facet of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that especially speaks to you today.

2.

이번 주에 공부할 빌립보서의 개관은 당신이 이 서신 전체를 예습하도록 썼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권의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체를 통독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변화시키
는 이 서신을 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 읽으십시요. 이 서신에 대한 당신의 첫 반응을 나누십시요.
This week's Overview of Philippians has been written to give you a preview of this letter. One of the
best ways to begin a study of a book in the Bible is to read it straight through. Take time this week to
read this brief but transforming epistle. Share your initial reaction to this letter.

a. 이들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했는지 생각해 보
십시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ink about what it must have
meant for these Philippian believers to have received this letter from Paul. What do you think their
reaction might have been?

3. 이 서신을 공부하기로 택한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25 빌립보
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도록 주께 구하는 기도를 적으므로 오늘의 공부를 끝
내십시요.
One of the reasons we have chosen to study this letter is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Philippians
1:25b NIV Philippians has been called the epistle of joy. Complete today’s lesson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prepare your mind and heart to receive all He has for you through this study.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Being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ich hath begun a good work in you
will perform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빌립보서 Philippians 1:6
©2004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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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빌립보서 1장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1
1.

이번 주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하루에 한장씩 공부할 것입니다. 각 장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
이나 구절들을 관찰하십요. 그것이 이 서신의 강조점과 핵심되는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장을 읽으므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요. 당신에게 어느 구절이 특별히 눈에 뜁니까?
This week we will cover one chapter of Philippians each day. As you read the chapter watch for
repeated words and phrases. This will help you identify the main emphasis and key subjects of this
letter.
Begin today by reading Chapter One. Which verse particularly stands out to you?
a.

왜 그렇습니까?
Why?

2.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장에서 그의 태도를 당신은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Even though Paul was in prison, from this chapter how would you describe his attitude?
도전 질문: 이 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한 모든
Challenge: 참고 구절들을 기록하십시요.
List all the verse references in this chapter that refer to Jesus
either as Christ, Christ Jesus, Jesus Christ or Lord Jesus Christ.

3. 이 장에 간단한 제목을 부치십시요.
Provide a brief title for this chapter.
제 3 일: 빌립보서 2장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2
1. 이 엄청난 장을 읽은 후 어떤 생각이나 교훈 또는 권고가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 주었습니까?
After
reading this extraordinary chapter, what thought, instruction or exhortation especially spoke to you?
a. 왜 그렇습니까?
Why?
2. 이 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에 주목하십시요. 이에 대해 당신이 배운 진리 한 가지를 쓰십시
요. Notice the references to God and to Christ in this chapter. Write one truth you learn about:
a. 하나님God
b. 그리스도Christ
3. 빌립보서 2장에 간단한 제목을 부치십시요.
Provide a brief title for Philippians 2.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빌립보서 Philippian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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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빌립보서 3장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3
1. 빌립보서의 각 장은 중요한 교훈들과 실제적인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1a절이 이런
본보기 입니다. 이 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Each chapter of Philippians includes important
instruc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 Philippians 3:1a is an example of this. What does it say?
a. 잠시 멈추고 지금 이것을 하십시요.
Stop for a moment and do this now.
2. 3장에서 오늘 특별히 당신의 주목을 끈 절이나 구절을 택하십시요.
Choose a verse or phrase from Chapter Three that particularly captures your attention today.
a. 왜 그렇습니까?

Why?

3.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을 관찰하십시요. 오늘 그에 관해서 당신에게 감동을 준 한 가지를 기록하십시요.
Observe Paul the apostle through this chapter. Record one thing about him that inspires you today.

4. 3장에는 믿는 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20,21절이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이
됩니까?
Chapter Three concludes with a glorious promise for the believer. How does Philippians
3:20,21 minister to you today?

5. 이 장에 간단한 제목을 부치십시요.
Provide a brief title for this chapter.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Maranatha!
제 5 일: 빌립보서 4장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4
1. 빌립보서 4장은 극히 중대한 교훈과 놀라운 약속들을 내포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를 택하여 여기 쓰십시요.
Philippians 4 contains vital instruction and incredible promises. Choose one of these and write it here.
2. 4장에 있는 어떤 구절이 오늘 특별히 당신 눈에 뜁니까?
What verse in Chapter Four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today?
a. 왜 그렇습니까? Why?
3. 이 장에 간단한 제목을 부치십시요.
Provide a brief title for this chapter.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
and again I say, Rejoice.
빌립보서

Philippian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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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빌립보서 1-4장 복습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1-4
1. 이 서신의 개관이 어떤 면으로 빌립보서를 철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을 자극했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overview of this letter whetted your appetite for an in-depth study of Philippians?

2.

주제가 기쁨인 이 짧은 빌립보서는 오늘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중대한 많은 실제적인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개관에서 당신이 발견한 것 한 두 가지를 기록하십시요.
Along with the theme of joy, this short book of Philippians includes many practical instructions vital for
victorious Christian living today. Record one or two of these that you discovered in this week’s overview.

3. 특별히 어떤 구절이나 문단을 더 철저히 공부하기를 기대합니까?
What verse or passage are you especially looking forward to studying more thoroughly?

4.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이 약속하는 기쁨 안에서 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들이 있
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기쁨에 도움을 주는 한 가지를 나누십시요.
If we are to walk in the joy that this epistle promises, there are instructions that must be applied to our
lives. Share one thing from Philippians that contributes to our joy.

예수님은 삶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Jesus is the joy of living, He’s the King of life to me.
Unto Him my all I’m giving, His forevermore to b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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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1:1-11
PHILIPPIANS 1:1-11

Lesson 3
제 1 일: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빌립보서 공부를 상기해 보십시요. 이 서신의 전체 개관에 근거하여 볼 때, 이 때에 빌
립보서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Reflect on last week's study of
Philippians. Based on your overview of the contents of this letter,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it at this time?

2. 이번 주의 공부는 빌립보서 1:1-11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동료 크리스천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상상해 보십시요. 이 구절들을 공부할 때에 이것을 마음에 두십시요. 다음
의 각 문단에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 또는 소원을 나타내는 한 단어나 문구를 택하십시요.
This week’s lesson will focus on Philippians 1:1-11. Think about what it must have been like for the
Christians at Philippi, who were friends of Paul, to receive this letter. Imagine their excitement and
interest in what he had to say. Keep this in mind as you study these verses. Choose a word or phrase
from each of the following paragraphs that reveal Paul's affection or desire for them:
a. 빌립보서Philippians 1:1,2
b. 빌립보서Philippians 1:3-8
c. 빌립보서Philippians 1:9-11

3. 이 공부로부터 최대한의 유익을 얻기 위해,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필요를 표현
하는 기도를 여기 적으므로 이 공부를 시작하십시요.
To gain the utmost profit from your
homework, begin this lesson by writing a prayer here expressing your deepest need and desire
concerning your study.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Teach me, O LORD, the way of Thy statutes…
Give me understanding, and I shall keep Thy law;
yea, I shall observe it with my whole heart.
시편 Psalm 119:33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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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빌립보서 1:1,2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1:1,2
1. 빌립보서 1:1a절을 읽으십시요.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기록하십시요.
Read Philippians 1:1a.
Record the way Paul identified himself and Timotheus.
a. 이것이 이 서신을 공부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this affect your desire to study this letter?

선택질문:

헬라어로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신명기 15:12-18절을 읽으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십 시
요. 노예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The Greek word for servants means bond
servants. Discov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by reading Deuteronomy 15:12-18. What
was the motivation for becoming a bond servant?

2. 바울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빌립보서 1:1b절
To whom did Paul address his letter? Philippians 1:1b

a.

성도란 하나님께로 구별되다 또는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로 구별되

어졌 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The word saint means set apart or consecrated to
God. What does it mean to you that you as a believer have been set apart unto God?

도전 질문: 에베소서 1:3-6절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요.
Challenge: Read Ephesians 1:3-6 and give a brief explanation of what it means to be in Christ Jesus.

3. 바울은 그의 인사말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특
별히 감독들과 집사들 (실제적인 일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2절에
있는 그의 인사말을 적으십시요.
Paul included all of the believers in Philippi in his salutation.
Along with all the saints he specifically addressed the bishops (overseers) and deacons (the ones who
served the church in practical things). Write his greeting from Philippians 1:2.

a. 사전이나 성경 사전을 사용하여 다음의 단어를 정의 하십시요:
Using a dictionary or Bible dictionary define:
(1.)

은혜grace

(2.)

평강peace

4. 바울의 인사말이 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축복이었겠습니까! 빌립보서 1:2절을 본보기로 삼아 당신의
그룹에게 인사말을 적으십시요.
What a blessing Paul's salutation and greeting must have been to
these believers! Use Philippians 1:1,2 as a pattern to write a salutation to you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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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빌립보서 1:3-6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1:3-6
1.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빌립보서 1:3-7절이 한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3-6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절들을 읽으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입
니다. 3,4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Philippians 1:3-7 is one sentence
in the King James Version. Today we will focus on verses 3-6. By reading these verses it becomes
apparent how deeply Paul cared for the Christians in Philippi. What was the first thing he told them in
verses 3,4?

a.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기도에 포함했습니까?
How many people did he include in his prayer?
b. 때마다, 항상 그리고 기쁨으로 의 단어들에 주목하십시요. 이것이 바울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Notice the words every, always and with joy.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about Paul?

(1.)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How is this an example for you?

2. 바울이 기쁨으로 그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1:5절 참조
What was one of the reasons Paul was able to make his request with joy? Answer from Philippians 1:5.
a. 교제 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며, 그것은 협력, 참여, 또는 친교 라는 의미입니다. 바
울과 빌립보인들은 복음 안에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역자가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나열하십시요.
The word fellowship is the Greek word koinonia,
which means partnership, participation or communion. Paul and the Philippians were partners in the
gospel. List a few ways we might partner with other Christians in the gospel.

3. 빌립보서 1:6절을 이곳에 한자 한자 적으면서 깊이 생각하십시요.
Ponder Philippians 1:6 as you print it here phrase by phrase.

a. 이루다 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란 이 땅에 예수님
의 재림을 뜻합니다. 누가 당신의 삶을 변형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으며, 누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까? 셀라 –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The word perform means complete,
finish. The day of Jesus Christ refers to Jesus' return to earth.
Who began the work of transforming
your life and Who will complete it? Selah -pause and think about this.
b. 빌립보서 1:6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How does Philippians 1:6 minister to you today?
(1.)

이 구절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역활은 무엇입니까?
This verse reveals God’s work of transformation. What is our part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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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빌립보서 1:7,8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1:7,8
1.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빌립보의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깊이를 계속 관찰할 것
입니다. 빌립보서 1:7a절에 있는 바울의 진술을 완성하면서 이것을 보십시요.
Through today's
lesson we will continue to observe the depth of Paul's love for these Philippian believers. View this by
completing Paul's statement in Philippians 1:7a:

내가 _____ ______ ______ 이렇게 ___________ _______ 마땅하니, 이는 _______ _________ _______
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Even as it is meet (right) for me to

this of ______

_____

____, because I

_______

______

___

__________

___________;

내가 갇혔을 때나 나왔을 때, 진리를
변호 하고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었도다. 이

2. NLT 번역본에는 빌립보서 1:7b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것이 아래의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Philippians 1:7b in the New Living Translation
reads: We have shared together the blessings of God, both when I was in prison and when I was out, defending
the truth and telling others the Good News.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a. 바울 Paul
b.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
the believers in Philippi

3. 빌립보서 1:8절을 읽으십시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심장으로
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34,35절에 사랑에 대해 뭐라고 하
셨습니까?
Read Philippians 1:8. Think for a moment how much Paul loved them. The word
bowels could be translated affection. What did Jesus say about love in John 13:34,35?

a. 이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 오늘 당신의 마음
에 어떻 게 말해줍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r heart today about your love for others,
especially those in the church?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이것이 그리스천들의 사명일세.
Love, love, love, love,
Christians, this is your call.
-selected

제 5 일: 빌립보서 1:9-11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1:9-11
1. 오늘의 공부는 성경에 있는 가장 뛰어난 기도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9-11절을
자세히 읽으 십시요. 다음의 구절들에서 바울의 네 가지 요청을 나열하십시요. Today's study will
take us through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rayers in the Bible. Paul's love and gratitude for the
Philippians moved him to pray for them. Thoughtfully read Philippians 1:9-11. List Paul's four
requests from the following ve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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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립보서Philippians 1:9
b. 빌립보서 Philippians 1:10a
c. 빌립보서 Philippians 1:10b
d. 빌립보서 Philippians 1:11
척 스미스 목사님은, 바울은 문제의 핵
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증상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인에 대해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2. 빌립보서 1:9-11절에 있는 본질적인 요청을 다시 보십시요.

왜 이 기도가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처럼 오늘날 신자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중요합니까?
Look
again at these essential requests in Philippians 1:9-11. Pastor Chuck says: Paul went to the heart of a matter
in his prayers. He prayed about the causes, not the symptoms. Why is this prayer just as appropriate and
crucial for believers today as it was for believers then?

3.

빌립보서 1:10절에 분별하다 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는 인식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성경 해설자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말은 선과 악 사이를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옳은 선택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One translation uses the word recognize for the word approve in
Philippians 1:10. Some Bible expositors believe approve things that are excellent refers to choosing
between good and evil; others believe it refers to choosing what is best. How will right choices affect
our life and relationships?

4.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기도가 필요했
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등한시 하지는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9-11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모델 기도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 이 기도를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요.
Although the Philippian church brought joy and thanksgiving to Paul's heart, he knew that they still
needed prayer. Have you been negligent in praying for other believers? Philippians 1:9-11 is a model
prayer for us.
Write this prayer in your own words for your church.

제 6 일: 빌립보서 1:1-11절을 복습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1:1-11
1. 빌립보서 1:1-11절에서 다음에 대해 당신이 배운 한 가지를 쓰십시요.
Write one thing you learned from Philippians 1:1-11 about:
a. 바울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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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빌립보인들
the Philippians
c. 기도 prayer
2. 빌립보서 1:6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What encouragement does Philippians 1:6 bring you today?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바울의 본으로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관찰했습니까?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what have you observed from Paul's example that you can apply to your
life?

4. 빌립보서 1:1-11절에 그리스도의 날이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Twice in the first eleven verses of
Philippians 1 the day of Christ is mentioned. How should the awareness of the Lord’s soon return affect
our daily living?

5. 이번 주 공부가 아래에 있는 것을 하도록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도전을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is week's lesson challenged you to:
a. 더 깊은 사랑
a deeper level of love

b.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더 강한 갈망
a stronger desire to partner with others in the gospel
c. 기도를 위한 더 깊은 헌신
a greater commitment to pray

갇힌 몸이지만 바울은 그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도다!
Although in prison, Paul could pray for his friends:
All my prayers are full of praise to God!
When I pray for you, my heart is full of jo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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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1:12-24 절
PHILIPPIANS 1:12-24

Lesson 4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빌립보서 1:1-11 절의 공부를 복습하십시요. 이 구절들의 공부가 어떤 면으로 당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전을 주었습니까? Review last week's lesson on Philippians 1:1-11.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these verses enriched or challenged you?

2.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12-24 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헌신을 신중히 관찰하십시요. 21 절을 여기 쓰면서 바울의 깊은 헌신에 집중
하십시요. You will recall that Paul was in prison when he wrote this letter. Carefully observe the
commitment of this man by reading Philippians 1:12-24. Concentrate on the depth of Paul’s
commitment as you print verse 21 here.

3. 빌립보서 공부의 목적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부는 적용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줍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당신이 배우게 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적으므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요.
Our purpose in this study of Philippians is not only to gain knowledge of the Word, but to apply it to
our lives! This week’s lesson offers great opportunity for application. With this in mind begin
your lesson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enable you to apply what you are learning.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빌립보서Philippian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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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빌립보서 1:12-14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Philippians 1:12-14
1. 빌립보서 1:12-14 절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대단한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
구절들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한 문장임을 주목하십시오.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동료들은 그의 구속과
감금으로 인해 그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알기를) 원했습니까? 12 절에서답하십시오. What a joy and comfort Philippians 1:12-14 must
have been to the Philippian believers. Note that these three verses are one sentence in the KJV.
Paul's friends in Philippi may have thought that his ministry was over because of his arrest and
imprisonment.
Instead, what did Paul want them to understand (know)? Answer from verse 12.

a. 진보되다는 헬라어로 촉진시킨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처지가 복음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아래의 구
절에의하면 오히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The Greek word for furtherance means advancement.
Rather than Paul’s situation becoming an obstacle, what had it accomplished according to:

2.

(1.)

빌립보서Philippians 1:13

(2.)

빌립보서Philippians 1:14

빌립보서 1: 13 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임 이라는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매임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Focus on the phrase bonds (chains) in Christ in Philippians 1:13.
What does this reveal about Paul's chains?

a. 집에 감금 되어있다는 것은 바울이 하루 24 시간 로마 보초에게 묶여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6 시간씩 돌아가며 보초를 섰으므로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Being under house arrest meant Paul was chained to a Roman guard 24 hours a day. Each guard
took a six hour shift which would have given Paul the opportunity to witness to at least four men
each day. What do you think this would have been like for:

b.

3.

(1.)

바울Paul

(2.)

보초들the guards

비록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2:9b 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Even though Paul was bound, what do you learn from II Timothy 2:9b?

빌립보서 1:14 절을 다시 한 번 읽으십시오. 이 용감한 본보기나 믿는 자의 간증이 복음을 더욱
담대 하게 증거하도록 당신은 어떤 자극을 받았습니까?
Read Philippians 1:14 once more.
How has the courageous example or testimony of a believer spurred you to a greater boldness in
sharing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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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 낙담이나 좌절된 상태를 썼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주께서 그의 힘든 환경을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바울은 그의 시련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련에 어떤 시각을 갖게 합니까?
The Philippians may have expected Paul to express discouragement or frustration in his letter.
Instead, Paul gave testimony of how the Lord had used his difficult circumstances for proclaiming the
gospel. Pastor Chuck says: Paul could see that his trials were serving a purpose in God’s plan to spread the
Gospel. What perspective does this give you in your trials?

역경은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진열장입니다.
Adversity is a showcase for your faith.
-selected

제 3 일 : 빌립보서 1:15-18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Philippians 1:15-18
1.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15-18 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 관한 그의 보고를 주목하십시요. 아래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바울이 언급한 두 그룹을
대조해 보십시오. 각 그룹의 태도와 동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나열하십시요.
Paul’s passion was for the gospel to be preached. Notice his report concerning those who preached
Christ by reading Philippians 1:15-18. Contrast the two groups he mentioned by completing the
following chart. List the words and phrases that reveal the attitudes and motives of each group:

어떤 이들은 some indeed (verse 15a)

또 어떤 이들은some also (verse 15b)

verse 15a절

verse 15b절

verse 16절

verse 17절

2.

빌립보서 1:16b 절(개역성경)에서 주를 전하거나 섬기는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한 단어를 적으십시오. 셀라-이것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요.
From
Philippians 1:17a(KJV) print the one word that describes what our motive for sharing or serving the
Lord should be.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3.

빌립보서 1:18 절에 있는 바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을 쓰십시요.
Observe Paul's reaction in Philippians 1:18. Write what you see.

a.

바울의 본보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What can we learn from his example?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So shall My word be that goeth forth out of My mouth:
it sha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i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I please,
and it shall prosper in the thing whereto I sent it.
이사야 Isaiah 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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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 빌립보서 1:19-21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Philippians 1:19-21
1. 빌립보서 1:19절에 바울은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그가 처하고 있는 환경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19b절에서 아래의 빈칸을 채우면서 이것을 확인하십시요.
In Philippians 1:19 Paul continued to display a positive attitude and expressed his confidence
concerning the outcome of his circumstances. Verify this by filling in the blanks from verse 19a:
이것이 … 내 ______________에 ____________ 할 줄 ________________
For I

___________

that this shall

_________

to my _______________

a. 여기에 있는 구원 이라는 단어는 석방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9a절에의하면 어떤 두 가지
일이 그의 석방을 도울 것입니까?
The word salvation here could be translated deliverance.
According to verse 19b what two things would contribute to his deliverance?

(1.)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곤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게 하는 무
한한 기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누십시요.
Consider for a moment the limitless opportunity we have as intercessors to bring God's supply
to those in need through our prayers.
Share your response to this.

(a.)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시요.
Pray now for someone you know who is in need.

진보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구절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요. 19절
Advanced Students: Briefly explain the phrase the supply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2.

verse 19

빌립보서 1:20, 21 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 본보기가 되는
엄청난 두 구절입니다. 시간을 내어 이 구절들을 묵상 하십시요. 각 구절은 영향력이 있는 구절이므로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20 절에 있는 어떤 문구가 당신의 눈에 뜁니까? 왜 그런지 말하십시요.
Philippians 1:20,21 are two incredible verses that reveal the heart of the Apostle Paul and provide an
inspiring example for Christian living. Take time to meditate on these verses. Each phrase is
powerful and should not be overlooked. Which phrase in verse 20 stands out to you? Tell why.

a. 모팻은 20a 절을 번역하기를: 나의 간절한 갈망과 소망은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겁 없는 용기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해석을
“최고이신 분께 나의 최상을” 이라 는 그의 기도 책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께

나의 최상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전적으로 완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Moffat's version of verse 20a reads: My eager desire and hope being that I may never feel ashamed, but
that now as ever I may do honour to Christ in my own person by fearless courage.
Oswald Chambers
commented on this version in his devotional, "My Utmost for His Highest." He said: My
determination is to be my utmost for His Highest. I am determined to be absolutely and entirely for Him and
for Him alone. Whether it means life or death, no matter!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4

제안: 당신의 서재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대표적인 경건서적인 “가장 높으신 분께 나의 최상을” 더 하시지요.
Suggestion: You may want to add Oswald Chambers' classic devotional, “My Utmost for His Highest”
to your library.
b. 이 문구를 숙고하십시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0절). 어떻게 이것
을 할 수 있습니까? Consider this phrase: Christ shall be magnified in my body (verse 20).
How
can we do this?
3.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 1:21절을 이 서신의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신중
히 기록하십시요. 이 구절을 암기하도록 하십시요.
Philippians 1:21 is thought by many Bible
scholars to be the key verse of this letter.
Thoughtfully record this amazing declaration. Commit
this verse to memory.
a. 21절의 첫 문구는 바울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e first phrase of verse 21 reveal about Paul?
b. 믿는 자들에게 왜 죽는 것이 유익한지 나누십시요.
Share why for a believer to die is gain.

개인적: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___________________

죽는 것도 _______________________.
Personal:

Think about how you would complete this sentence:
and to die is ___________________.

For me to live is _______________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For whether we live, we live unto the Lord;
and whether we die, we die unto the Lord:
whether we live therefore, or die, we are the Lord's.
로마서Romans 14:8

제 5 일: 빌립보서 1:22-24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1:22-24
1. 빌립보서 1:22-24절에서 바울은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바울
의 딜레마를 간단히 설명하십시요.
In Philippians 1:22-24 Paul continued to address the subject of
living and dying. Read these verses and briefly explain his dilemma.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께 대한 그의 헌신
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Paul was willing to live or die for Christ. What does this reveal
about his commitment to the Lord?

a. 바울의 깊은 헌신이 어떻게 당신에게 격려가 됩니까?
How does his depth of commitment inspi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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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으며, 완전히 주님께 맡겼고 또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럼에
도 그는 육신에 거하는 것에 어떤 목적을 보았습니까? 빌립보서 1:24절 참조
Paul loved the
Lord, was totally abandoned to Him and desired to be with Him. Yet what purpose did he see in
remaining? Answer from Philippians 1:24.
a. 이것이 어떤 면으로 이 믿는 자들을 위한 그의 사랑을 말해줍니까?
In what way does this demonstrate his love for these believers?
제 6 일: 빌립보서 1:12-24절 복습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1:12-24
1. 이번 주 공부를 마음에 두고 아래의 다음 구절들에서 바울이 나타내었던 심정들을 간단히 요약하십시요.
With this week's study in mind briefly summarize the attitudes Paul displayed in the following
verses:
a. 빌립보서Philippians 1:12-14
b. 빌립보서Philippians 1:15-18
c. 빌립보서Philippians 1:19-21
d. 빌립보서Philippians 1:22-24
2. 바울의 본보기가 오늘 특별히 당신에게 말해 주는 면을 나누십시요.
Share a way Paul's example particularly speaks to you today.
3. 옳은 시각을 갖는 것이 기쁜 삶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번 주 공부에서 배운
것으로 부터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 옳은 시각을 갖도록 당신을 도와 줄 한 가지 통찰력이나 교
훈을 기록하 십시요. Having a right perspective is crucial to experiencing a joyful life. Record
one insight or instruction you received from this week's lesson that will help you to have a right
perspective concerning:
a. 당신의 환경에 대해your circumstances
b. 사는 것에 대해living
c. 죽는 것에 대해dying
4. 빌립보서 1:12-24절의 공부가 어떻게 당신에게 격려 또는 도전을 주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요.
How has your study of Philippians 1:12-24 inspired or challenged you? Be specific.

예수님, 나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이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중심, 나의 소망, 나의 노래가 되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불이 되소서.
이 인생 항로에 순풍이 되시고, 내가 사는 목적이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Jesus, be the center. Be my source, be my light, Jesus.
Jesus, be the center. Be my hope, be my song, Jesus.
Be the fire in my heart.
Be the wind in these sails. Be the reason that I live.
Jesus, Jesu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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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1:25-30
PHILIPPIANS 1:25-30

Lesson 5
제1일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빌립보서1:12-24절을 복습 하십시요. 지난주 공부나 강의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요. Review Philippians 1:12-24. Recall something from the lesson or
lecture and share how it speaks to you today.

2. 이번 주 공부 빌립보서 1:25-30절에는 주님과 복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
랑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그의 격려의 말들과
실제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목자로서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요. 빌립보서 1:25-30절에서 이
것을 확인하는 단어나 구절 혹은 절을 기록 하십시요. Our study this week in Philippians 1:25-30
reveals Paul’s deep love for the Lord, the gospel, and these Philippian believers. Philippians is one
of Paul's most personal letters. Notice his Pastor’s heart through his words of encouragement and
practical instruction. Record a word, phrase, or verse that verifies this from Philippians 1:25-30.

3. 이번 주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부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서1:25b) 사용 되어지는 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바램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기쁨을 체험 하기를 (NLT) 원하
는 당신의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를 쓰십시요. Our desire for you as you study this week’s lesson is that it
may be used for your furtherance and joy of faith. Philippians 1:25c With this in mind write a prayer
expressing your desire to grow and experience the joy of your faith. NLT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디모데후서II Timothy 3:16,1

제2일
일: 빌립보서1:25-26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1:25,26
1. 지난 주 공부에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23절) 바울의 열정을 기억할 것
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함를 확신했습니다. 그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1:25b에서 당신의 답을 기록 하십시요. You will recall from last week’s
lesson Paul’s fervent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verse 23). He was convinced that it was more
needful that he live. What reason did he give for living? Print your answer from Philippians 1:25b.

a. 25b절에 있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란 믿음 안에서 기쁜 진전 혹은 너희 믿음이 자라고 기쁨을 체험 하
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바울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계속 거

하기를 원했을 만큼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The phrase furtherance and joy of faith in verse 25c,
could read joyful progress in faith or grow and experience the joy of your faith. Why was the believer’s
furtherance of joy and faith so essential that Paul was willing to continue with them?

(1.)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진전과 기쁨(NIV)의 중요성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What does this say to you about the importance of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NIV

2.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Paul’s sacrificial love and commitment to these Philippian believers an example to you?

a. 다른 크리스챤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나열 하십 시
요.
List a few ways you can help other Christians grow in faith.

3. 빌립보서1:26 절을 읽으십시요. NIV 번역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관찰 하십시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바울이 이 빌립보인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었다면, 그는 누구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라고 하였을까요?
Read Philippians 1:26. Observe this verse in the NIV: So through my being with you again your joy in
Christ Jesus will overflow… If Paul were able to visit these Philippians again, in Whom would he
want them to rejoice?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믿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감사의 글을 쓰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치십시요.
Complete today's lesson by writing a note of thanksgiving expressing your joy of faith in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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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일: 빌립보서 1:27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1:27
1.

모든 믿는자들은 그들의 삶에 빌립보서1:27a절을 포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와 같이 오
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쓰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당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
십시요. 주: KJV번역본에서 대화 라는 단어는 우리의 품행 이나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Every believer
should embrace and apply Philippians 1:27a to his or her life. It is as relevant to us today as it was to
the believers in Paul’s time. Take time to examine your life in the light of this as you write it here.
Note: The word conversation KJV means our conduct or manner of life.

a. 합당하게 라는 말은 가치있게 라는 뜻이고 찬양을 자아낸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리스도 인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
는 시간을 잠시가지십시요. 당신의 행동 즉 생활 양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The word becometh means worthy and includes the concept of drawing praise. Christians are to
live a life that honor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ake a few moments to consider what this means
in daily living.
How can your conversation – manner of life, reflect the gospel of Christ?

개인질문: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Personal: Are there changes that you need to make in response to this?
2. 빌립보서1:27절을 다시 한 번 읽으십시요. 27b절에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듣기를 원했읍니
까? Read Philippians 1:27 once again. From verse 27b what did Paul want to hear about them:
a. 너희가that ye
b. 으로with
c. 협력하는 것과striving
d.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 수 있겠읍니까?
What could be the result of not applying these?
3. 이제 빌립보서1:27c절에 있는 동사들 일심으로 서서 와 협력하다 에 집중하십시요. 여기에서 뜻하는 개념은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모습입니다. 즉 팀이 협력하여 운동 경기할 때처럼 함께 굳게 서서, 물러나지 않
는다는 뜻이 있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나란히 서서, 협력하여, 함 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Now concentrate on the verbs stand fast and striving together in
Philippians 1:27c. The idea conveyed here is contending for the faith: standing firmly, holding
one's ground together as in team work in an athletic contest. Christians are to stand side by side, in
cooperation, working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What does this require of you?

내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소서.
모든 주님의 놀라운 열정과 순수함을,
오 당신의 거룩한 영이시여 내 모든 본성을 정결케 하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 보일때까지.
Let the beauty of Jesus be seen in me.
All His wonderful passion and purity,
O Thou Spirit Divine all my nature refine
‘Till the beauty of Jesus be seen in m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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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일: 빌립보서1:28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1:28
1. 빌립보서1:27절에서 우리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고와 갈망을 자세히 보
았습 니다. 빌립보서1:28절은 그들에 관해 바울이 가졌던 또 다른 깊은 갈망이 나타납니다. 28a절
을 쓰면서 이것을 주목 하십시요. In Philippians 1:27 we looked carefully at Paul's exhortation and
desire for the Christians in Philippi. Philippians 1:28 reveals another deep desire Paul had
concerning them. Observe this as you write verse 28a.

a. 바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처형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너희 원수들로 인하
여 위협을 느끼지 말라(NLT)고 말할수 있었읍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직면했을 때 무엇이 두려
움 없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줍니까? In Paul’s time Christians were facing execution for their faith,
yet Paul was able to say: Don’t be intimidated by your enemies. NLT What would contribute to
having fearless courage when faced by those who oppose the gospel?

2. 빌립보서1:28절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래의 사람들에게 무슨 표시가 되겠습니
까? In Philippians 1:28 Not being terrified by opponents to the gospel would be a sign of what :
a. 대적하는 자들에게to your adversaries
b. 당신에게 to you
c. 이것은 바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또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What assurance and encouragement would this have given the Christians of Paul’s time?

3. 데살로니가후서 1:(4)5-8절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견디는 믿는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What hope does II Thessalonians 1:(4)5-8 offer believers who endure persecution for Christ's sake?

4.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 인들
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또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시십요.
There are Christians in our world today who are suffering persecution for their faith in Jesus Christ.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strengthen, comfort and protect them.

오 내 영혼의 보호자시여,
당신은 적에 대항하여 서실 것이며.
어두움 가운데 나를 위해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 내 영혼의 보호자시여.
O Protector of my soul.
You will stand against the foe.
In the dark You'll be a light for me.
O Protector of my soul.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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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일: 빌립보서1:29,30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1:29,30
1.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의 크리스천 동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빌
립보서1:29절에 있는 그의 강력한 진술을 구절 구절 여기에 기록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Paul must have wanted to instill courage into the hearts of his Christian friends in Philippi. Consider
his powerful statement in Philippians 1:29 as you record it here phrase by phrase.
a.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 받을 특권도 받았음이라.(29절
NLT)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여야 합니까?
For you have
been given not only the privilege of trusting in Christ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verse 28
NLT) What should our attitude be toward suffering for Christ?

(1.)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보기 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특권으로 인식
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도행전5:40,41절에 있는 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It is easier to recognize that it is a privilege to believe in Christ than to view suffering for Christ
a privilege. What can we learn from the example in Acts 5:40,41?

2. 다음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관하여 더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줍니다. 아래의 구
절들에서 당신이 이것에 관해 옳바른 시각을 얻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무엇을 배우는지 기록 하십 시요.
The following scriptures give further insight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suffering for Christ. Record what
you learn that will help you gain and maintain the right perspective concerning this from:
a. 로마서Romans 8:16-18

b. 고린도후서II Corinthians 1:4,5

3. 빌립보서1:30절의 NLT번역본으로 다음을 읽으십시요: 우리는 이 싸움에 함께 있도다. 너희는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직도 내가 이 큰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바울
의 개인적인 본은 핍박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감화와 위로의 근거가 되었겠습 니까? Read the
following NLT version of Philippians 1:30: We are in this fight together. You have seen me suffer for Him in the past,
and you know that I am still in the midst of this great struggle. How would Paul's personal example be a source of
inspiration and comfort to those who were experiencing persecution?

선택질문Optional: 고린도후서11:23-28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고난에 관하여 읽으십시요.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쓰십시요.
Read about Paul's suffering for the sake of
Christ in II Corinthians 11:23-28. Write your reaction to this.

4. 바울은 그와 믿는자들이 격고 있었던 것을 묘사하는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그것을 전쟁으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It is interesting that Paul used the word conflict to describe what Paul and these believers were going
through. He recognized it as a warfare. What lesson is there in this for us today?
5

a. 계속해서 준비하라! 에베소서 6:11-18 절을 복습 하십시요.
Keep prepared! Review Ephesians 6:11-18.
(1.)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일 당신 자신의 삶을 무장하는 방법을 나누십시요.
Share a way you arm yourself daily so you are prepared for this warfare.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행군하리,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따르리
주께서 우리를 맹렬한 전쟁터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용감하게 행군하리라.
We’re marchin’ on with hearts courageous, We’ll follow anywhere You want us to.
And should You lead us where the battle rages, let us march with hearts courageous after You.
J. Collins

제6일
일: 빌립보서1:25-30절 복습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1:25-30
1. 빌립보서1:25-30절에서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권고 혹은 본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이 되었읍니까? What
particular instruction, exhortation, or example from Philippians 1:25-30 has ministered to you the most?

a.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why.

2. 이번주 공부를 마음에 두고 다음의 구절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적어 보십시요?
With this week's lesson in mind write what the following phrases mean to you:
a. 믿음의 진보와 기쁨 furtherance and joy of faith

b.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것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c. 주님을 위한 고난 suffer for His sake

3. 아래의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이번 주 당신이 배운 한가지를 기록 하십시요.
Record one thing you learned this week about a Christian’s:
a. 성장 growth
b.

품행 conduct

c. 용기courage
4. 이 공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specific way you will apply this lesson to your life.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한걸음씩 행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 나의 걸음은 믿음의 걸은이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기는 쓸모 없게되고, 나의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 하리요.
I walk by faith, each step by faith, to live by faith,
I put my trust in You. Every step I take is a step of faith
No weapon formed against me shall prosper. Every prayer I make is a prayer of faith,
and if my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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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2:12:1-11절
11절
Philippians 2:1-11
Lesson 6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빌립보서 1:25-30절을 복습하십시요. 이 절들의 공부나 강의가 어떤 구체적인 면으로 이번 주 당신의 삶
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Review Philippians 1:25-30. In what specific way has the lesson or lecture on
these verses influenced your life this week?

2.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엄청난 절들 중 하나를 공부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주 공부의 초점은 빌
립보서 2:1-11절입니다. 이 절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본질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 니다.
아래의 절들로부터 특별히 당신에게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을 적으십시오. Be prepared to study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passages in the Bible concerning Jesus. The focus of this week’s lesson is
Philippians 2:1-11. These verses also contain essential, practical instruction for us today. Write a word
or phrase that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from the following verses:

3.

a.

빌립보서 Philippians 2:1,2

b.

빌립보서 Philippians 2:3,4

c.

빌립보서 Philippians 2:5-8

d.

빌립보서 Philippians 2:9-11

당신의 공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갖고 계신 모든 것
을 얻도록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시고 또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
님께 구하십시요.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요. To receive the most from your sturdy begin with
prayer. Ask the Lord to open your mind and heart to receive all that He has for you and to strengthen
and enable you to apply what you learn. Write your prayer here.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빌립보서 Philippians 2:10a,11
1

제 2 일 : 빌립보서 2;1,2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2:1,2
1. 오늘의 초점은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여 살아야하는 절대적인 필연성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에 대해 호소했습니까? 빌립보서 2:1절로부터 이들을 나열하십시오. 주
목:(KJV) 빌립보서 2:1절에 있는 if 라는 단어는 since 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정과 자비
의 단어는 긍휼과 동정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Today’s focus will be on the absolute
necessity of believers living in unity with one another. On what bases did Paul make his appeal for
this? List these from Philippians 2:1. Note: The word if in Philippians 2:1 is better translated since. The
words bowels and mercies could be paraphrased tenderness and compassion:
a.
b.
c.
d.
2.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자원들을 아는 것이 우리를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고 또 살도록 강요합니다. 빌립보서 2:2절에서 바울은 만일 믿는 자들이 네
가지 부분에서 함께 연합한다면 그의 기쁨은 충만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 쓰면서
당신의 삶과 관련하여 이부분들을 생각하십시요. Recognizing the resources we have in Christ from
verse 1 enables and compels us to live in harmony with other believers. In Philippians 2:2 Paul
indicated that his joy would be complete if the believers were united in four areas. Think of these areas
in relationship to your life as you write them here.

3.

만일 우리 각자가 빌립보서 2:2절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한다면 얼마나 많은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을
지를 숙고하십시요.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Consider how much strife would be
avoided if each of us determined to apply Philippians 2:2 to our life.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I… beseech you that ye walk…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With long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in love;
Endeavou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에베소서 Ephesians 4:1-3

제 3 일 : 빌립보서 2:3,4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2:3,4
1. 빌립보서 2:3,4절의 교훈이 빌립보의 믿는 자들에게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래의 구절을 완성
하면서 빌립보서 2:3a절에 있는 권고를 진지하게 주목하십시오. We need the instruction of Philippians
2:3,4 today as much as the Philippians believers did. Give serious attention to the exhortation in
Philippians 2:3a as you complete the following phrase.
아무 _____________ 든지 ________________ 이나 ___________________ 하지 말고,
Let___________________ be done through ____________ or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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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IV에는 3a절을 : 아무 것도 이기적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이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말합니까?
Verse 3a in the NIV reads: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How does this speak to you?

b.

2.

교만이나 허영심에 찬 태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How does a proud or vain-glorious attitude affect others?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자기중심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빌립보서 2:3a절에 있는 악의에
찬 행위의 해결책은 빌립보서 2:3b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
합니까? 셀라-이것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Pride causes self-centeredness and selfcenteredness causes division. The antidote to the poisonous behavior of Philippians 2:3a is found in
Philippians 2:3b. What are Christians told to do?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a. 빌립보서 2:3b절에 있는 비천한 마음은 겸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겸손이 연합을 위
한 본질적인 필요 조건일까요?
The phrase in Philippians 2:3b lowliness of mind could be
translated humility. Why is humility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unity?

b.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낫게 (더 중요하게) 평가하라 (생각하라)는 권고에 대해 숙
고하십시오. 로마서 12:10, 16절에서 어떤 추가의 교훈을 줍니까? Think about the exhortation:
esteem (consider) others better (more important) than yourself. What additional instruction do you
receive from Romans 12:10,16?

3.

빌립보서 2:4절을 읽으십시요. 고린도전서 13:5b절에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구절이 어떻게 여기에 적용됩니까?
Read Philippians 2:4. How does the phrase in 1Corinthians
13:5b (love) seeketh not her own apply to this?

4.

빌립보서 2:3b,4절을 NASB 번역으로 보십시요: 너희 각자는 자신보다 서로를 더 중하게 여겨라.
너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Note the following version of Philippians 2:3b,4
NASB: Let each of you regard one another as more important than himself.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What does this say about the place others should
have in our life?

예수
Jesus
남들 Others
자신 You
What a wonderful way to spell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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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 빌립보서 2:5-8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2:5-8
1. 빌립보서 2:5-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을 관찰하므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빌립보서 2:1-4절에 대한 적용 을
잘 파악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을 말하기 전에 그는 빌립보서 2:5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By observing Christ’s example in Philippians 2:5-8 we grasp understanding for
application of Philippians 2:1-4 to our life. Before Paul set forth the example of Christ, what did he tell
believers to do in Philippians 2:5?
a. 빌립보서의 이 짧은 책에 바울은 열 번이나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마음은 태도나
사고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5절을 당신의 자신의 말로 개인화하여 쓰십시오. Ten
times in this short book of Philippians Paul makes reference to our mind. In verse 5 the mind
refers to an attitude or way of thinking. With this in mind, write verse 5 in your own words,
personalizing it.
2.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자발적인 겸손에 대한 가장 놀라운 기록 중 하나가 빌립보서 2:6-8절에 기록되 어
있습니다. 6절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One of the most remarkable accounts in the Bible of
Jesus’ deity and voluntary humility is given in Philippians 2:6-8. What does verse 6 teach about Jesus?
a. 이것에 대해 아래의 절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록하십시오.
Record what the following verses say about this:
(1.) 요한복음 John 1:1,2
(2.) 요한복음 John 14:9b
(3.) 요한복음 John 17:5

3.

빌립보서 2:7,8절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의 그리스도의 마
음을 나타냅니다. 7,8절로부터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것들 하나 하나에 집중하 십시오.
Philippians 2:7, 8 reveals the mind of Christ as He relinquished all right to His deity – equality with the
Father. Concentrate on each of Christ’s relinquishments as you list them from verses 7,8:
a.
b.
c.
d.
e.
f.
g.

4.

척 스미스 목사님은: 예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을 때, 그분은 천국의 영광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
분은 주전자를 거꾸로 들고 붓듯 마지막 한 방울이 쏟아지기 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 종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자의로 하셨고 아버지께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선
택하셨다 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8c 와 마가복음 10:45절에서 답하십시오.
Pastor Chuck says: When Jesus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He divested Himself of His heavenly glory. He
emptied Himself as a pitcher turned upside down until the last drop drained out. Jesus took on the position of
servant when He assumed the body of flesh. He did this of His own volition and chose to submit Himself to the
Father. Why did He do this? Answer from Philippians 2:8c and Mark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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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에 대한 당신의 감사함을 표하는 반응을 적으십시요.
Write your grateful response to this.
b.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권리와 위치 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분의 본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Jesus placed the eternal
welfare of others above His own rights and position. How does His example speak to you today?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좌우명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나를 도우소서, 나로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Others, Lord, yes, others, let this my motto be.
Help me to live for others, that I might live like Thee.
C. Meigs
제 5 일 : 빌립보서 2:9-11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2:9-11
1. 빌립보서 2:9절의 이러므로 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것을 가리킵
니다. 빌립보서 2:9-11절은 그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반응을 나타냅니다. 9절을 읽고 그리스
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를 기록하십시요. The Wherefore of Philippians 2:9 refers to Jesus’
willingness to humble Himself in obedience to the Father’s will. Philippians 2:9-11 declares the glorious
response of God the Father to Him. Read verse 9 and record two things God has done for Christ:
a.
b.
2.

빌립보서 2:10,11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요. 곧 다
가올 장엄한 사건을 기록하십시요.
Meditate on the prophecy of the exaltation of Christ as you read
Philippians 2:10,11. Record the awesome events that are coming soon.

a.

3.

빌립보서 2:1-11절의 문맥의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In the context of Philippians 2:1-11,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today?

어느 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
는 글을 쓰면서 그분의 주권을 시인하는 시간을 지금 잠시 가지십시요.
One day every tongue wi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ake a few moments now to confess His Lordship by writing an
expression of your love and commitment to Jesus.

어느 날 모든 입으로 당신을 하나님이라 시인하리라.
어느 날 모든 무릎은 꿇게 되리라.
지금도 그분을 기쁘게 선택한 자들을 위해
아직도 최고의 보물은 남아 있도다!
One day every tongue will confess You are God.
One day every knee shall bow.
Still the greatest treasure remains
For those who gladly choose You now!
-selected5

제 6 일 : 빌립보서 2:1-11절을 복습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2:1-11
1.

다음에 관하여 빌립보서 2:1-11절에서 당신이 배운 한 가지를 간단히 기록하십시요.
Briefly record one thing you learned from Philippians 2:1-11 about:
a.

자비 compassion

b.

연합 unity

c.

겸손 humility

2. 빌립보서 2:3,4절이 겸손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How does Philippians 2:3,4 help you understand the nature of humility?

3.

빌립보서 2:5-8절로부터 그리스도의 본에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십시요.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
향을 줍 니까? Reflect once more on Christ’s example from Philippians 2:5-8. What impact does this
have on you?

a.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본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는 도저히 그분의 본을 따를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We are awed by the supreme example of Jesus. We
realize that in our own strength we could never measure up to His example. What resources are
available to help us walk in obedience and humility?

4.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9절) 이 이름이
이름 오
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God has given Jesus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Philippians
2:9) What does this Name mean to you today?

5.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어떤 면으로 당신은 풍성하게 되었고 격려되었으며 도전 되었습니까?
In what way have you been enriched, encouraged or challenged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Fulfill ye my joy,
that ye be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of one mind.
빌립보서 2:2,4c Philippian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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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절
빌립보서 2: 12-18절
PHILIPPIANS 2:12-18

Lesson 7
제1일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빌립보서 2:1-11절 공부를 복습하십시요.
2-5절에서 어떤 권고가 오늘 당신에게 가장
강력 하게 말해 줍니까?
Review last week's lesson on Philippians 2:1-11. Which of the
exhortations from verses 2-5 speaks to you most powerfully today?

a. 왜 그렇습니까?
Why?

2. 모든 세대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번 주 공부인 빌립보서 2:12-18절에 있는 실제적인 가르
침이 필요합니다. 이 절들은 믿는 우리에게 도전과 축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2;12-18절을 읽고 다
음에 대해 특별하게 말해 주는 단어나 구절 혹은 절을 기록하십시요. Every Christian in every
generation needs the practical instruction of this week’s lesson, Philippians 2:12-18. These verses
challenge and bless us as believers. Read Philippians 2:12-18 and record a word,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a. 나에게 도전을 줌challenges you

b. 나에게 축복이 됨blesses you

3. 이 절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 하기 전에 아래에 인쇄된 빌립보서 2:12b절의 번역을 읽으십시요.
이 가르침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당신의 삶을 위한 기도로 쓰십시요.
Before you begin your
study of these verses, read the translation of Philippians 2:12b printed below. Write your response
to this instruction as a prayer for your life.

깊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당신 삶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에 더욱 조심하라.
. . . be even more careful to put into action
God's saving work in your lives,
obeying God with deep reverence and fear.
빌립보서Philippians 2:12b NLT

제2일
일 : 빌립보서 2:12,13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2:12,13
1. 헬라 사본에는 빌립보서 2:12,13절이 한 절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a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
를 주목하십시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문단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12절을 구절마다 쓰시면서 바울의 사랑
이 넘치는 칭찬과 긴급한 간청을 생각해 보십시요. It is interesting to note Philippians 2:12,13 in the
Greek manuscripts is one verse. Notice the word Wherefore in verse 12a. This word refers to the
preceding passage. Consider Paul’s loving commendation and urgent appeal as you write verse 12
phrase by phrase.

2. 빌립보서 2:12c절의 지시는 만일 바울이 13절을 쓰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당황했을 뻔 했습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셀라.
The Philippians 2:12c instruction could have been
overwhelming if Paul had not written verse 13. What did he tell them in this verse? Selah

a.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갈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 말합
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Pastor Chuck says: It is God that gives us the
desire and capacity to fulfill His desires.
How does this comfort and encourage you?

3. 빌립보서 2:12 절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 에베소서 2:8,9절을 사용하십시요.
Philippians 2:12 is in no way
referring to our working to earn our salvation. Use Ephesians 2:8,9 to verify this statement.

4.

믿는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신 것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의 절들을 읽으시고 하나
님께서 행하신 것과 또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십시요. 당신이 보는 것을 쓰십시요:
It has been said: Believers are to work out what God has worked in.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observe what God has done and is doing. Write what you see:
a. 에베소서Ephesians 2:10

b. 히브리서 Hebrews 13:(20)21

b. 이것을 아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n recognition of this, what is our responsibility?

(1.)

(2.)

빌립보서 2:12c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
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두 단어를 적으십시요. Print the two words from Philippians 2:12c that
describe what our attitude should be as we work out what God has worked in.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can hinder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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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알고 계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 들을
이루도록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 만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편지를 쓰십시요.
The realization that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s not only aware of you, but has plans for
your life and works within you to fulfill those plans, is in itself cause for rejoicing. Write a note
of thanksgiving to the Lord for all He is doing in your life.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할지어다.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시편 Psalm 2:11

제3일
일: 빌립보서2:14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2:14
1. 빌립보서2:14-16절은 킹 제임스 번역본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초점은 14절에
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크게 쓰시면서 이 절안에 있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가 당신의 마음
과 가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십시요. Although Philippians 2:14-16 is one sentence in the KJV, our
focus today will be on verse 14.
Let Paul's powerful exhortation in this verse be planted deep
within your mind and heart as you write it here in all caps.

a. 여기에 있는 원망 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항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민수기14:2).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10:10,11절은 무엇이라
고 말합 니까? The word murmur here is the word used to describe the rebellious murmurings of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ir wilderness wanderings (Numbers 14:2). What does I Corinthians
10:10,11 say about this?

(1.)

원망이라는 단어의 비슷한 말들을 나열 하십시요.
List a few synonyms for the word murmur.

b. 14 절 안에 있는 모든 일 이라는 구절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e phrase all things in the context of verse 14 speak to you?
2.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른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 시요.
빌립보서 2:14절에 있는 시비는 쓸데없는, 불쾌한 말다툼, 논쟁과 따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message a murmuring, grumbling,
complaining Christian conveys. Disputings in Philippians 2:14 refers to useless, ill-natured arguing,
debating and questioning. How would this kind of behavior affect:
a. 믿는자들에게believers

b. 불신자들에게unbelievers
3.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자신을 발견할때 이것은 우리의 심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When we find ourselves murmuring or disputing what does it reveal about our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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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립보서 2:13절과 로마서 8:28절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이 죄를 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까?
How should our knowing Philippians 2:13 and Romans 8:28 help us to avoid this sin?

4. 에베소서4:29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여야 합니까?
What should our speech be according to Ephesians 4:29?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시편 Psalm 19:14

제4일
일: 빌립보서 2:15,16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2:15,16
1. 빌립보서 2:15,16절을 읽으십시요.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2:12,14절에 있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필수적입니까? 15c절에서 다음 구절을 완성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한가지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요.
Read Philippians 2:15,16. Why is it essential for Christians to obey the instructions in Philippians
2:12,14? Consider one answer to this question as you complete the following phrase from verse
15c:
_______________ __________ 가운데 _____________
among whom

____

___________

as ___________ in the

;
___________;

a.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라는 구절은 불신자들의 삶의 길잡이인 하나님의 법칙을 거절한 자
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간증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신의
답을 15a절에서 기록하십시요. The phras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refers to
non-believers who reject God's principles as guidance for their lives. With our Christian
testimony in mind what are we to be? Record your answer phrase by phrase from verse 15a.
2. 빌립보서 2:14,15절은 한 문장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 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
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장의 문맥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You will recall that Philippians 2:14,15 is part of one sentence. To be blameless, harmless, without
rebuke does not mean sinless. What do you think it means in the context of this sentence?

3.

마태복음 5:16절을 여기에 쓰시면서 우리의 증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십
시요. Concentrate on what Jesus said about our witness as you write Matthew 5:16 here.

a.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ways you let your light so shine.

4. 빌립보서 2:16절을 읽으십시요. 16a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나타내는 구절을 기록하십시요. Read
Philippians 2:16. Record the phrase in verse 16a that reveals the Christian'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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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 구조선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
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 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들어 보십시요.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is similar to offering a life preserver to a drowning man. This is not
only a responsibility but a privilege. Give a practical example of this.

b. 빌립보인들의 빛들로 나타내는 증거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에 자랑할 두 가지 이유
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6b절
The Philippian's shining witness would give
Paul two reasons to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return of the Lord).
What were they? verse 16b

제5일
일: 빌립보서 2:17,18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2:17,18
1. 빌립보서 2:17,18절은 바울과 빌립보 신자들의 희생적인 삶에 대해 말합니다. 관제로 드린다 는 구절은 전제
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5:5-10절 참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일은 제물이고 그의 가능한 죽음
은 전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었고 그의 재판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읍니다. 17
절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개의치 않는 그의 태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Philippians 2:17,18 describes the sacrificial life of Paul and the Philippian believers. The phrase
offered upon the sacrifice refers to the drink offering poured upon the sacrifice. (See Numbers 15:5-10.) Paul
was saying their work was the sacrifice and his possible death was the drink offering. Paul was in
prison and the outcome of his trial was still unknown. How does verse 17 describe Paul’s attitude,
regardless of what happened to him?

a. 바울은 이들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하기를 원했습니까? 18절
What did Paul want these believers' attitude to be? verse 18

2. 희생은 항상 댓가가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희생합니까?
Sacrifice always involves cost. What does it cost you to be a follower of Christ?

3. 오늘 공부에서 바울과 빌립보의 믿는자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From today’s study how are Paul and the believers in Philippi an example for you?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입술드리니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lips and let them be
filled with messages for The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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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일: 빌립보서 2:12-18절을 복습 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2:12-18
1. 빌립보서 2:12-18절의 공부를 생각해 보시고, 아래에 대하여 당신이 받은 것을 기록 하십시요.
Reflect on your study of Philippians 2:12-18. Record a way you have been:
a. 도전 받은 것challenged

b. 축복이 된 것blessed
2. 이번 주 공부를 마음에 두시고, 다음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하십시요.
With this week's lesson in mind, briefly explain what the following phrases mean:
a.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b.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
God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do of His good pleasure
하게 하시나니

c.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흠 없는
be blameless and harmless . . .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d. 생명의 말씀을 밝혀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3. 우리의 대화나 품행이 우리의 증거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our conversation and conduct affect our witness?

4. 빌립보서 2:12-18절의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 하도록 어떻게 계획 하십니까?
How do you plan to apply the instruction of Philippians 2:12-18 to your life?

주님, 나의 삶에 생기 불어 넣으셔서, 생령되게 하시고,
종의 마음 가지고 온전히 헌신케 하소서.
당신의 뜻과 목적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심령 당신의 거처 되게 하시며,
주님, 당신을 위해 구별되어, 기꺼이 순종케 하소서.
Breathe into my life Lord, so that I might live,
devoted so completely, a servant's heart within.
Speak Your will to me, Your purpose,
make my heart Your dwelling place,
set apart for You Lord, willing to obe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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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2:19
빌립보서2:192:19-30
Philippians 2:19-30

Lesson 8
제1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빌립보서 2:12-18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의 믿는자들에게 준 실제적인 교훈과 그의 개인적인 본
을 복습하 십시요. 이 구절이 오늘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는 면을 나누십시요.
Review the
practical instruction and personal example Paul gave the believers at Philippi in Philippians 2:12-18.
Share a way this passage is at work in your life today.

2.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잠시 생각하십시요. 이번
주 공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건한 본보기가 된 두 사람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래의 절들에서
이 사람들을 밝히십시요. Think for a moment about those who have been the greatest Christian
influences in your life. This week’s study will introduce you to two men who are godly examples for
all believers. Identify these men from the following verses:
a. 19 절 verse 19

b.

25절 verse 25

3. 당신의 공부로부터 최대한을 얻기 위해 기도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요.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가
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요. 이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갈망과 필요를 주님께 표현하십시요. 이곳
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요. To gain the most from your study begin your lesson with prayer. Ask the
Lord to instruct you from His Word. Express to the Lord your desire and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And Thy Word was unto me
the joy and rejoicing of mine heart.
예례미야 Jeremiah 15:16b

제2일: 빌립보서 2:19-22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2:19-22
1.

빌립보서 2:19-22절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1절에 보
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의 믿는 자들에게 디
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19절
Through Philippians 2:19-22 we will become acquainted
with Timothy. Read from Philippians 1:1 that Timothy was a servant of Jesus Christ with Paul. Why
did Paul want to send Timotheus(Timothy) to the Philippians believers? Verse19

a. 이것은 이 믿는자들을 향한 바울 목사의 마음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What does this say to you about Pastor Paul’s heart toward these believers?

2.

디모데 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높이다 라는 의미임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2:20-22절 은 그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name
Timotheus means honoring God. How does Philippians 2:20-22 verify the meaning of his name?

a. 이 특성들에 주목 하십시요. 이것에 당신을 위한 어떤 본보기가 있습니까?
Concentrate on these characteristics. What example is there in this for you?

도전 질문: 신약 성경 참고 서적을 사용하여 디모데의 전기를 간단히 쓰십시요.
Challenge: Using New Testament references write a brief biography of Timothy.

3.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에 대해 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2:21
절에서 답하십시요. Why didn’t others care for the Philippian’s spiritual state? Write your answer
from Philippians 2:21.
a. 이안에 당신을 위한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What warning is there in this for you?

4.

오늘의 공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 has today’s study spoken to you?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Look not every man on his own things,
But every man also on the things of others.
빌립보서 Philippian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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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빌립보서2:23,24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2:23, 24
1.

빌립보서 2:23,24절을 읽으십시요. 빌립보서2:19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 이 믿는
자들 을 방문하고 정확한 보고를 가져오게 할 계획을 세운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그는 체포되었고, 감금되어, 그의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그의 신뢰를 표현했습니까? 24절
Read Philippians 2:23,24. We learned from Philippians 2:19 that Paul planned to send Timothy to visit
these believers and to bring back an accurate report. Think for a moment about Paul’s present
circumstances. He was under arrest. He was imprisoned. He was awaiting the outcome of his trial.
Even in these circumstances how did Paul express his confidence in the Lord? verse24

2.

주 안에서 확신 한다 는 바울의 본보기를 생각하시면서 주안에서 당신의 신뢰 가 어떻게 당신
의 시각에 영향을 줍니까? Thinking of Paul’s example of I trust in the Lord, how does your trust in
the Lord affect your perspective?

a. 당신이 주 안에서 확신 하도록 무엇이 도움을 줍니까?
What contributes to your trust in the Lord?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잠언

Poverbs 3:5

제4일
일: 빌립보서 2:25-27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2:25-27
1.

오늘의 공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는 신약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불려져 왔습니다.

빌립보서 2:25,26절에서 당신은 그에 관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Today’s lesson will focus on Epaphroditus. He has been called one of the most heroic characters of the
New Testament. What do you learn about him from Philippians 2:25,26?

2.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묘사를 빌립보서 2:21절의 사람들과 대조해 보십시요. 당신은 무엇을 보
십니까? Contrast the description of Epaphroditus with those in Philippians 2:21. What do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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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사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왠일인
지 이 신실한 사자는 거의 죽을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빌립보서2:26 NKJV). 이 위기 상황에서 어
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빌립보서 2:27절에서 답하십시요.
The church at
Philippi sent Epaphroditus as their messenger to minister to Paul’s needs. Somehow this faithful
messenger became sick almost unto death (Philippians2:26 NKJV). How was the mercy of God shown
in this crisis situation? Answer from Philippians 2:27.

a. 근심 위에 근심 이라는 구절은 아마 그의 구속에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근심을 언급했을 것
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의 친구나 동역자가 죽었다면, 그는 더 큰 근심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근심 위
에 근심을 면하도록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The phrase sorrow upon sorrow probably refers to the sorrow he was experiencing in connection
with his imprisonment. If his friend and fellow laborer in Christ had died, he would have
experienced additional sorrow. How have you experienced God’s mercy on you lest you should
have sorrow upon sorrow?

4.

에바브로디도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됩니까?
How is Epaphroditus an example for you?

나로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나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Make me a servant, humble and meek.
Lord, let me lift up those who are weak.
-selected

제5일
일: 빌립보서 2:28-30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2:28-30
1. 빌립보서 2:28-30절을 읽으시고 이 절들에서 표현된 감정을 느껴보십시요. 치유를 받은 에바브로디도는 빌
립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28a있는 급히 라는 단어는 열심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았을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까? 28b절
Read Philippians 2:28-30 and sense the emotion expressed in these verse. Epaphroditus, having been
healed, was able to return to Philippi. In Philippians 2:28a the word carefully means eagerly. What did
Paul expect would happen when they saw Epaphroditus again? verse28a

a.

2.

이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28b 절
How would this affect Paul? verse28

빌립보서 2:29절에서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에바브리디도를 맞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기록 하십시요. In Philippians 2:29 Paul instructed these believers on how they
were to greet Epaphroditus. Record what he said.

a.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30 절에서 답을 적으십시요. 셀라.
Why? Print your answer from Philippians 2:30. Selah
4

(1.)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는 구절에 집중하십시요. 이것이 다음의 것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
합니까? Concentrate on the phrase for the work of Christ. How does this speak to you concerning:
(a.) 선교사들 missionaries

(b.)

3.

당신의 삶 your life

많은 성경 해설가들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 이라는 구절은 빌립보인들이 거리 관계
로 인하 여 바울을 직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울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바울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사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갔을때 그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
도가 도착했을 때 이들 빌립보에 있는 믿는자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요. 당신의 반응은 어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any Bible commentators explain the phrase to supply your lack of service toward me to mean that the
Philippians were unable to directly or personally help Paul because of the distance that separated
them. Instead they sent their messenger, Epaphroditus, to minister to him. Most likely, when
Epaphroditus returned to Philippi, he carried Paul’s letter to the church with him. Imagine the
reaction of these Philippian believers when Epaphroditus arrived. What do you think your reaction
would have been?

제6일
일 :빌립보서2:19-30절을 복습 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2:19-30
1.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다음에 관하여 당신이배웠거나 발견한 것 한가지를 기록 하십시요.
Record one thing you have learned or discovered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about:
a. 바울 Paul
b. 디모데 Timothy
c. 에바브로디도 Epaphroditus

2.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드러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
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2:5)라는 권고에 대한 어떤 좋은 예가 됩니까?
Reflect on the lives of Timothy and Epaphroditus revealed through this week’s study. How do they
exemplify the exhortation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Philippians 2:5)?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당신이 도전 받았거나 영감을 받았던 특별한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specific way you have been challenged or inspired through this week’s study.

4.

당신이 배운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 하시겠습니까?
How will you apply what you have learned to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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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3:1-12
빌립보서
Philippians 3:1-12
Lesson 9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에서 (빌립보서 2:19-30절) 우리를 위한 가장 눈에 띄는 본보기들 중에 하나는 디모데와 에바브
로디도의 주님께 대한 헌신 입니다. 그들의 헌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가장 눈에 뜁니까?
One of the outstanding examples for us from last week’s lesson (Philippians 2:19-30) is Timothy and
Epaphroditus’ commitment to the Lord. What facet of their commitment is most outstanding to you?

2.

이번 주 빌립보서3:1-12절의 공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격려 를 주는 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수 세기 전 빌립보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지만, 바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다음의 절들을 읽으시면서 이절들과 익숙해지게 하십
시요. 각 문단 에서 오늘 특별히 당신의 관심를 사로잡은 한 단어나 구절 혹은 절을 택하십시요.
This week’s study of Philippians 3:1-12 contains verses that challenge and inspire Christians. Although
this was written many centuries ago to the believers at Philippi, Paul’s words speak powerfully to us
today. Acquaint yourself with this passage by reading the following references. Choose a word,
phrase or verse from each of these that captures your attention today:
a. 빌립보서 Philippians 3:1-3

b. 빌립보서 Philippians 3:4-7

c. 빌립보서 Philippians 3:8,9

d. 빌립보서 Philippians 3:10-12

3.

빌립보서3:10a절을 바탕으로 기도를 쓰시면서 이번 주 구절별 성경공부를 시작 하십시요.
Begin your verse-by-verse study of this week’s lesson by writing a prayer based on Philippians 3:10a.

주님, 나는 당신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 깊숙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know You more,
deep within my soul I want to know You…
- selected

제2일
일: 빌립보서 3: 1-3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3:1-3
1.

빌립보서 3:1절을 읽으십시요. 종말로 라는 말은 필자가 이 서신의 끝맺음을 하고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만
추가로 중요한 것들을 써야했습니다. 1a절에서 이형제들 에게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 하십시요.
Read Philippians 3:1. The word finally indicates that the writer is moving toward the conclusion of this
letter but needed to address additional important matters. Print Paul’s opening exhortation to these
brethren from verse 1a.

a. 빌립보서의 근본 주제가 기쁨 임을 기억하십시요. 하박국 3:17,18(19) 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Remember, the basic theme of Philippians is joy. What do you learn about
joy and rejoicing from Habakkuk 3:17, 18 (19)?

b. 지금 시간을 내어 주 안에서 기뻐 하십시요.
Take time now to rejoice in the Lord.
c.

어떤 성경 학자들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빌립보서 3:1)이라는 구절은 주안에서 기뻐하라 는
바울의 권고를 뜻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다른 편지들도 썼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전에 빌립보 교회에 썼을 것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1b 절은 바울이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b 절에서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말한 두 가지를 기록하십시요.
Some Bible scholars believe the phrase: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Philippians 3:1) refers to Paul’s
exhortation to rejoice in the Lord. Others believe he had written other letters to the Philippians.
We have no record of the things Paul might have written previously to the church at Philippi.
Verse 1b reveals that Paul believed repeating these things, whatever they were, was necessary for
them. Record the two things he said about this from verse 1b:
(1.) 나에게 to me
(2.) 너희에게 but for you
(a.) 영적인 진리를 반복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롭습니까?
Why is repetition of spiritual truth good for us?

2.

빌립보서3;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에서 당겨가려는 거짓 선생 들에
대해 경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2a절
In Philippians 3:2 Paul warned the Philippians about false teachers who were trying to pull them away
from their faith in Christ. What did he tell these Christians to do about them? verse2a
a. 2절에 있는 바울의 강하고도 서술적인 언어는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을 표시합니다.
그의 해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세의 율법을지키는 것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의를 기르치는 유대교의 율법
아래 놓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거짓 교리가 어떤 면으로 믿는 자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겠
습니까?
Paul’s strong, descriptive language in verse 2 denotes the
serious threat from these
false teachers, the Judaizers. His descriptions exposed those sought to put Christians under the law
of Judaism by teaching righteousness could be obtained by keeping the Mosaic Law. In what way
would this false doctrine rob the believers of their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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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자는 할례는 영적인 문제이며,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빌립보서
The writer asserts that
3:3절에서 진짜 할례당 (신자)의 세 가지 표시를 쓰면서 이것을 보십시요.
circumcision is a spiritual matter; one of the heart and not of the flesh. View this by writing the three
signs of the true circumcision (believer) from Philippians 3:3

a. 에베소서 2;8,9 절이 어떻게 3 절의 마지막 구절과 관련 됩니까?
How does Ephesians 2:8, 9 relate to the last phrase of verse 3?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But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Galatians 6:14a
제3일
일: 빌립보서3::4-7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3:4-7
1.

빌립보서3:3절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구절들로 연결시킵니다. 빌립보서
3:4-6절을 읽으십시요. 만일 사람이 인간적인 자격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바로 그런 자격을 갖
춘 사람이라 고들 말합니다 . 다음 구절에서 그 자격들을 나열 하십시요.
The last phrase of Philippians 3:3,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introduces us to today’s study. Read
Philippians 3:4-6. It has been said that: If a person could be saved by trusting in his human qualifications,
Paul certainly had the credentials. List them from the following verses:
a.빌립보서 Philippians 3:5

b.빌립보서 Philippians 3:6

도전질문:

사도행전23:6b절에서 바울의 혈통과, 사도행전22:3절에서 그의 학력과, 사도행전26:5절에서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헌신에 대하여 당신이 배우는 것을 기록 하십시요.
Challenge: Record what you learn about Paul’s heritage from Acts 23:6b, his education from Acts 22:3
and his commitment as a Pharisee from Acts 26:5.

2.

바울의 배경이 어떻게 그가 빌립보서 3:2절의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폭로할 자격이있게 합니까?
How did Paul’s background qualify him to expose the error of the Judaizers of Philippians 3:2?

3.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만일 누구든지 육신을 신뢰할 권리를 가졌다면, 바울은 그 누구 보다도 더욱 그러 하다
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격들에 어떤 가치를 두었습니까? 빌립보서3:7절에서 당신의 답을 적으십시
요. Pastor Chuck says: If any man had a right to be confident in the flesh, Paul had more right than anyone. What
value did Paul place on these credentials? Print your answer from Philippians3:7?

나는 오직 그리스도 만 신뢰하며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영광 찾으리.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selected
3

제4일
일: 빌립보서3:8,9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3:8,9
1.

빌립보서3:8절에서 바울의 강력한 선언을 완성 하시면서 어떤 성취나 업적보다도 바울에게 더 중
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요.Consider what was more important to Paul than any
achievement or accomplishment by completing his powerful declaration from Philippians 3:8:

또한 모든 것을
를 위하여

내 주 ___________ ________를
________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
고
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________,

Yea doubtless, and I
_________ ___________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them but
, that I may
Christ,

but
of

for the excellency of the _____________ of
, and do

a.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란 단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지식과 관련하여 바울이 사용했던 고상함 이란 단어는 그 위대함 이나 가치에 있어서 탁월함 으로
번역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된 후 그의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한때 가치있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indicates personal, intimate knowledge of Him, not just knowing about Him. The word
excellency, which Paul used in relationship with this knowledge, has been translated surpassing greatness or value. Once Paul
became acquainted with Jesus everything else in life paled in comparison. He realized how worthless the things were that
he once valued.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2.

빌립보서 3:8,9절을 다시한번 더 읽으십시요. 왜 바울은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렸습니까? 셀라
Read Philippians 3:8, 9 once more. Why was Paul willing to suffer the loss of all things? Selah
a. 9 절에서 설명된 두 가지 종류의 의를 대조 하십시요.
Contrast the two kinds of righteousness described in verse 9:
(1.) 나의 의 my righteousness
(2.) 그리스도의 의 Christ’s righteousness
b. 할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9 절은 어떻게 반박합니까?
How does verse 9 refute the false teaching of those who taught that circumcision was necessary
for salvation?

3.

빌립보서3:9a절의 그(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란 첫 구절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서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십시요.
Think of your own life as you focus once more on the first phrase of Philippians 3:9a: And be found in
Him (Christ). Share what this means to you.

예수님, 중심이 되소서.
예수님, 나의 원천이되시고, 나의 빛이 되소서.
예수님,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소서.
내 마음에 불이 되시고, 이 항해에 바람이 되소서.
내가 사는 이유가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Jesus, be the center.
Be my source, be my light, Jesus.
Be my hope, be my song, Jesus.
Be the fire in my heart. Be the wind in these sails.
Be the reason that I live, Jesus, Jesu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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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일: 빌립보서3:10-12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3:10-12
1.

빌립보서3:10절은 성경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8,9절의 연장 절 입니다. 10
절을 여기에 쓰면서 각 구절에 집중하십시요. Philippians 3:10 is one of the most inspiring verses in the Bible. It
is a continuation of verses 8, 9. Concentrate on each phrase of verse 10 as you write it here.

a. 확대 번역본은 10a 절의 이해를 더 넓혀줍니다. 다음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관찰하십시요: (나의 결심

의 목적은) 내가 그분을 알려하는 것이라 - 내가 그분을 점진적으로 더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되고, (그분의
경이함을) 더욱 더 강하고 뚜렷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이해하기를 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분과 깊고도 친밀하게 알수 있습니까? The Amplifid version expands our understanding of
verse 10a. Observe this as you read the following: (For my determined purpose is) that I may know Him – that I
may progressively become more deeply and intimately acquainted with Him, perceiving and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 the wonders of His person) more strongly and more clearly. How does a Christian progressively
become more deeply and intimately acquainted with Him?

2.

빌립보서 3:10절은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워지지만 우
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바울의 인지
를 나타냅 니다.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Philippians 3:10 reveals Paul’s
recognition that although our righteousness comes only by faith in Christ and is perfect and complete,
we are to continue growing and developing in Christlikeness in every area of our life. According to
verse 10 how do we do this?

a.

아래의 절들로부터 빌립보서3:10절에 표현된 각 생각들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것을 적으십시요.
Write what you learn from the following verses about each of the thoughts expressed through the
phrases in Philippians 3:10:
(1.)

예례미야 9:24 절 - 그분을 아는것
Jeremiah 9:24 – knowing Him

(2.)

에베소서 1:19,20 - 그의 부활의 권능
Ephesians 1:19,20 –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3.)

베드로 전서 4:12,13 - 그의 고난에 참예함
1 Peter 4:12,13 –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4.)

빌립보서 2:8 절 -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 (주: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 이란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말합니다. 이 순종은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Philippians2:8 – conformity to His death (Note: Conformity to His death speaks of our obedience,
not martyrdom. This obedience was demonstrated through Christ’s obedience even unto death.)

(5.)

만일 이것이 당신의 갈망이라면 기도로 10 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요.
If this is the desire of your heart, write verse 10 in your own words as a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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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경 해설가들은 빌립보서3:11절의 명확한 의미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부활 생명 가
운데 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6:4절은 이 견해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Bible
commentators hold various views as to the precise meaning of Philippians 3:11. It does not mean that
Paul doubted his own resurrection. Some say it refers to walking in the resurrected life. How would
Romans 6:4 give support to this view?

4.

바울은 현재나 영원에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유일한 열정이며 추구였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3:12절을
완성하시면서 확인하십시요.
It is apparent that Paul valued life with Christ, both in the present
and in eternity, far above anything and everything else. Christ was his one passion and pursuit.
Verify this by completing Philippians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아니라: 오직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but I
a. 좇아가다 라는 동사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강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
대하여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The verb follow denotes
strong action, requiring commitment and determination. It was Paul’s goal to become all that
Christ planned for him to be.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your pursuit to become what He
wants you to be?

나에게 순수하고 거룩한 열정을 주옵소서.
나에게 숭고한 집념을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열심히 좇아가도록
나의 삶을 위한 영광스러운 열망을 주옵소서.
Give me one pure and holy passion.
Give me one magnificent obsession.
Give me one glorious ambition for my lifeTo know and follow hard after You.
-selected
제6일
일: 빌립보서 3:1-12절을 복습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3:1-12
1.

빌립보서 3:1a절의 지시를 다시 한번 따르시면서 복습을 시작하십시요. 여기에 기쁨 에 대한 문
장을 쓰십시요.
Begin this review by once more following the instruction of Philippians 3:1a.
Write a sentence of rejoic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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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빌립보서3:2a절의 사람들은 왜 교회에 위험이었습니까?
Why were the peoples of Philippians 3:2a danger to the church?

당신이 점진적으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되도록 어떤 특별한 행동를 취하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요. What specific action are you taking to progressively become more deeply and intimately
acquainted with Him? See verse10.

빌립보서 3:1-12절은 어떤 면으로:
In what way has Philippians 3:1-12:
a. 당신에게 도전이 되었습니까?
challenged you
b. 당신에게 격려가 되었습니까?
inspired you

5.

공부로부터 당신에게 특별하게 은혜가 된 단어나 구절 혹은 절을 택하십시요.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요. Choose a word, phrase or verse from the lesson that especially ministered to you.
Share
why.

오직 주님 만이 내 심령의 갈망을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느 것도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No one but You Lord, can satisfy the longing in my heart.
Nothing I do Lord, can take the place of drawing near to you.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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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3:133:13-21
Philippians 3:13-21

Lesson 10
제1일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빌립보서3:1-12절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당
신의 삶에 항상 적용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지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요. 지난 주 공부나 강의에 대한
반응으로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적용을 하셨습니까? Philippians 3:1-12 is a portion of
scripture that needs to be engraved on our hearts. Take time now to review these verses with the
desire to understand and apply them to your life always. What particular application to your life have
you made this week in response to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2.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천국에 대한 장엄한 인식은 지금 우리의 생활 모습에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빌립보
서 3:13-21절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한 태도를 떨쳐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강권합니
다. 빌립보서 3:14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열정과 추구를 감지하면서 이것에 대한 바울의 본을 생각해 보십
시요. 이 구절을 여기에 쓰십시요. The awesome awareness of heaven as our eternal goal is a powerful
incentive for the way we live our life now. Philippians 3:13-21 shakes us loose from any casual
attitude about heaven and presses us into living for what is eternal. Think about Paul’s example of
this as you sense his passion and pursuit revealed in Philippians 3:14. Print this verse here.

3.

오늘 당신의 생활 모습에 대한 영원한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 3:13-21절의 공부를 통하여 당
신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요.
Thinking about the eternal consequences of the way you live your life today,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reveal through the study of Philippians 3:13-21 those things that are most needful and
important for your life.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할지니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be thus mindful:
And if in any thing ye be otherwise minded,
God shall reveal even this unto you.
빌립보서 Philippians 3:15

제2 일: 빌립보서 3:13,14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3:13, 14
1.

모든 믿는 자들은 빌립보서 3:13,14절을 그들의 삶에 포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 하고 이 절들을 구절 구절 여기에 쓰십시요.
All believers ought to embrace and apply
Philippians 3:13, 14 to their lives. Keep this in mind as you write these verses here phrase by phrase.

a.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라는 구절에 초점을 두십시요. 뒤에 있는 것 이란 바울의 삶에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Focus on the phrase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What do you think those things might have referred to in Paul’s life?

(1.) 이 구절은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How does this phrase speak to you today?
b.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 절)라는 구절은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를 묘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바울의 과거와 미래의 관점에 주목하십시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데 중요합니까? The phrase reaching forth (verse 13) depicts a runner racing for
the finish line. With this in mind notice Paul’s perspective of the past and the future. Why is
this important in running the Christian race?

c.

좇아간다(14 절)는 단어는 열띤 노력 또는 전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고뇌 또는 번민하다는 영어
단어 이면에는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푯대 라는 단어는 목표를 의미합 니다.
이것이 경주를 달리는데 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24-26 절도 참조.
The word press (verse 14) implies intense endeavor or straining. The English word agony or agonize
has behind it the Greek thought of the athletic contests of ancient Greece. The word mark refers
to the goal.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running the race? See also 1 Corinthians 9:24-26.

(1.)

우리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What might hinder us from staying focused on the goal?

d. 히브리서 12:1,2 절에서 당신이 푯대를 향하여 좇아가도록 도와 줄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잠시 멈추
고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What instruction do you receive from Hebrews 12:1,2 that will
help you press toward the mark?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진보반 학생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빌립보서 3:14절)을 연구

Advanced Students:

하십 시요. 당신이 발견한 것들을 간단히 기록하십시요.
Research the phrase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4
Give a brief report of your discov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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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도행전20:24절에서 바울과 경주를 달리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더 배웁니까?
What more do you learn about Paul and running the race from Acts 20:24?

a.

3.

바울은 경주를 어떻게 끝마치기를 원했습니까?
How did he want to finish the race?

빌립보서3:13,14절과 사도행전20:24절을 마음에 두고, 바울이 어떻게 당신에게 본이됩니까?
With Philippians 3:13,14 and Acts 20:24 in mind, how is Paul an example for you?

우리는 현재 도처에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아직 보지 못한 천국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기다립니다.
그 문제들은 곧 사라질 것이지만, 다가올 기쁨은 영원 할 것입니다!
So we do not look at what we can see right now, the trouble all around us,
but we look forward to the joys in heaven which we have not yet seen.
The troubles will soon be over, but the joys to come will last forever!
고린도후서

11 Corinthians 4:18 TLB

제3일
일: 빌립보서3:15,16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3:15, 16
1.

빌립보서 3:15,16절을 읽고 할 것이라 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요. 아래의 권고를 완
성하십 시요. Read Philippians 3:15,16 and notice the repeated phrase: let us. Complete the
following exhortations:
a.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
:

온전히 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숙한 이란 의미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비추셔서 그 행위를 고치실 것을

(1.)

안다는 것입니다. 15b 절의 약속이 어떻게 당신에게 격려가 됩니까? The word perfect does not
mean sinless; it means mature. Paul is confident that the truth has been stated that he knows
that God shall illuminate the mind and correct the behavior of those who are otherwise
minded. How does the promise of verse 15b encourage you?

b. 오직

,(16절 영문KJV 참조)

let us

. (16절 영문KJV 참조)

c.
let us
2.

,

.

빌립보서 3:16a절은: 가르침을 잘 받아 당신의 삶이 당신이 받은 빛에 의해 잘 인도함 받도록 하라 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순
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Philippians 3:16a could be paraphrased: be teachable and let your life be
guided by the light you have received. We have a responsibility to live up to the truth we have received.
Why is it important for us to obey this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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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빌립보서 3:17-19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3:17-19
1.

바울이 열망했든 것은 믿는자들의 삶이 경건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은 그들 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3:17절
It was Paul’s desire that these believers
would pattern their lives after those who were godly. What did he tell them to do? Philippians 3:17

a. 17 절 NIV 번역: 나를 본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본을 따라
사는 자들을 주시하라. 당신은 어떤 영적 귀감이 되는 자질들을 찾습니까?
Verse 17 NIV
reads: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 and take note of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we gave you. What qualities would you look for in a spiritual role model?

b.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랐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따를 것을 격려했습니다.
빌리보서 2 장에서 바울이 말한 믿는 자를 위하여 귀감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십시요.
Paul encouraged others to follow him as one who followed Christ. Name those from Philippians
2 that Paul used as role models for the believer.

2.

빌립보서 3:18,19절에서 바울은 경건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밝혔습니다. 18b,19절에서 그
들을 설명하십시요. In Philippians 3:18,19 Paul exposed those who were not godly examples.
Describe them from verses 18b, 19.

a.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공공연히 자처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간다 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 을 위해
살면서 경건한체 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라는 말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숭배한다 는 뜻입니다.
“배”는 자신의 만족을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가! 이들은 한
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 하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경멸하고 땅엣 것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길을 추구하는 그들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쓰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아이언사이드)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
입니까? Many there were, then

as now, who, while professing to be in the pilgrim path, walked by word proclaiming themselves Christians,
but by their actions proving that they wer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ey lived for self-indulgence, yet
made a pretence of piety. The expression, “Whose God is their belly,” really means that worshipped
themselves. “Belly” is self-gratification; and, alas, how many live for self! It is all summed up in the four
little words – “Who mind earthly things”. Despising the heavenly calling, they choose the earthly. No
wonder the apostle wept as he wrote of such, and warned them of their peril in pursuing their evil ways.
(H.A. Ironside)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1.)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 절
What was Paul’s reaction? verse18
b. 당신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보다는 십자가에 충실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골로새서 3:1,2 절을 보십시요. What proves you faithful to the cross rather than an enemy of the
cross who minds earthly thing? See Colossians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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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경고 되었거나 격려가 되었습니까?
How have you been warned or encouraged through today’s study?

내가 내 일생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려면,
주께만 모든 존귀를 드리는 그릇이 되려면,
주님, 나는 나뉘지 않는 마음이 필요 합니다.
If I’m to be whom You desire all throughout my life,
A vessel unto honor, Lord to Thee,
Lord, I need an undivided heart.
-selected
제5일
일: 빌립보서 3:20,21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3:20,21
1.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빌립보서3:19)과 빌립보서 3:20절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대조
했습니다. 20절에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셀라
Paul contrasted those who mind earthly things (Philippians 3:19) with the true believers’ mind-set in
Philippians 3:20. From verse 20 where is the focus of attention for the citizen of heaven? Selah.
a.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지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how the expectation of the Lord’s return ministers to you today.

2.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시민권이 주는 영향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다음에 대하여 하늘의
시민권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affect our heavenly citizenship
should have on our lives. How should it affect our:
a. 우리의 가치관 values
b. 우리의 믿음 beliefs
c.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들 lifestyle choices

3.

인생의 많은 기회들을 영원의 저울에 달아 보십시요 라는 이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적으십시요:
Write your response to this statement: Weigh life’s many opportunities on the scales of eternity.

4.

빌립보서 3:21절을 읽으십시요. 낮은 이라는 단어는 악하거나 끔찍한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
되어 썩기 쉽고, 연약하고, 병들어 죽다, 또는 다른 말로는 부패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은 그들의 현재 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름다운 몸을 갖
는 것이지만 그 몸은 여기 이땅에서 썩어질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그것에 투자를 할지
라도 결코 완전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천국의 몸은 어떻게 변모 되겠습니까? 21절
Read Philippians 3:21. The word vile here does not mean evil or horrible. It means subject to change and
decay, weakness, illness and death, or in other words, perishable. Today, many people discontent with
their present body are having it remodeled one way or another – we might say, refashioned. Their
goal is to have the body beautiful, but that body will perish here on earth. No matter how much
money or time they are putting into it, it will never be perfect. In contrast, how will our heavenly
body be fashioned? verse 21
5

a. 고린도전서 15:49 절을 묵상하십시요.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Meditate on 1 Corinthians 15:49.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5.

빌립보서 3:20-21절의 반응으로 믿는자들로서 우리가 갖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기대에 대한 감사의
글을 쓰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요.
In response to Philippians 3:20-21 take a few moments to
write a note of thanksgiving for the glorious hope and expectation we have as believers.

주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였을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질까?
예수님 앞에서 춤을 출까? 아니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만있게 될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까? 아니면 무릎을 꿇게 될까?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아무말도 할 수 없을까?
나는 단지 상상할 수밖에 없네!
Surrounded by Your glory –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before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 selected

제6일
일: 빌립보서 3:13-21절을 복습 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3:13-21
1.

이번 주 빌립보서3:13-21의 공부가 당신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specific way Philippians 3:13-21 ministered to you this week.

2.

오직 한 일 이라는 구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바울은 이기도록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린
다는 이 목표 만을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Think about the phrase: but this one thing I do. Paul
had this goal in mind: running the Christian race to win. He had eternity in view in his daily living.
How does this phrase speak to you today?

우리가 이 영원에 대한 초점을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보십시요.
Suggest ways we can pursue and maintain this eternal focus.

a.

3.

이번 주 공부를 통해 다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당신이 배운 한가지를 적어 보십시요.
Write one thing you have learned through this week’s lesson about the importance of:
a.

b.

경건한 본을 따르는 것following a godly example

경건한 본이 되는 것becoming a godl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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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립보서 3:20,21절이 당신의 매일의 삶에 빌립보서 3:14절을 적용하도록 당신을 어떻게 격려해
줍니까? How does Philippians 3:20, 21 encourage you to apply Philippians 3:14 to your daily life?

5.

이번 주 공부가 당신의 크리스천 행보에 어떤 면으로 도전을 주었거나 동기를 부여했거나 힘이
되었 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this week challenged, motivated or strengthened you in
your Christian walk?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위해
가장 높은 푯대를 향하여 가노라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것을 물리치리라.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I am reaching for the highest goal,
that I might receive the prize.
Pressing onward, pushing every hindrance aside, out of my way,
‘caus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know You mo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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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4:1-7절
절
Philippians 4:1-7
Lesson 11
제1일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주 빌립보서 3:13-21절의 공부가 어떤 면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향하여좇아가도록 해주었
습 니까? In what way has last week’s study of Philippians 3:13-21 pressed you toward living with
eternity in view?

2.

당신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기쁨 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쁨은 믿는자들의 삶에 본
질적인 요소입니다. 이번주 공부에서 당신은 당신의기쁨에 도움이 될 권고와 교훈과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1-7절을 읽으십시요. 이 절들의 적용이 당신의기쁨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You will recall that joy is the theme of this letter to the Philippians. Joy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the believer’s walk. From your study this week you will receive exhortation,
instruction, and consolation that contribute to your joy. Read Philippians 4:1-7. How do you think the
application of these verses will contribute to your joy?

3.

이 절들이 당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고, 이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도를 쓰시면서 당신의 공부를 시작 하십시요. Knowing the effect
these verses can have on your life, begin your study by writing a prayer expressing your greatest
need and desir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And shew thee great and might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예레미야 Jeremiah 33:3

제2일
일 : 빌립보서 4:1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4:1
1.

빌립보서 3:20,21 절을 복습하십시요. 이 영광스러운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은 빌립보의 믿
는 자들 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까? Review Philippians 3:20, 21. In response to this
glorious revelation, what did Paul exhort the Philippian believers to do?

a.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는 구절은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the phrase stand fast in the Lord mean in your life today?

2.

빌립보서 4:1절에서 바울이 이들 빌립보의 믿는 자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요. 바울 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합니까?
Observe from Philippians 4:1 the tender way Paul addressed these Philippians believers. How would
knowing how much Paul loved them open their hearts to receive his instruction?

a. 이 안에 당신을 위한 어떤 본보기가 있습니까?
What example is there in this for you?

3.

굳게 서라 는 모든 크리스챤들을 위한 강력한 권고 입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적군들이 쫒아오고 있는 전
쟁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군인을 가리킬 때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3,4절을 읽으시고 이 교훈들을 당
신자신의 말로 쓰십시요. Stand fast is a powerful exhortation for all Christians. In Greek it is used
for a soldier standing in the midst of a battle with the enemy coming after him. Read 11 Timothy 2:3,
4 and write these instructions in your own words.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
당신의 주시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신뢰하라.
Stand fast in the Lord, and never waver.
Trust in Him, your Lord and Saviour.
제3일
일 :빌립보서 4:2,3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4:2,3
1.

당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할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오늘의
공부는 우리에게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들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습니까? Suppose your life were summed up in
one sentence. Think about what you would want it to say. Today’s study introduces us to two women.
All we know about these women is that they quarreled. What did Paul plead with Euodias and
Syntyche to do?
2

a. 권하다 라는 단어는 바울의 부탁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How does the word beseech stress the importance of Paul’s request?

(1.)

다른 믿는자들과 함께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How could not getting along with other believers affect a church today?

(a.)

2.

고린도전서 13:4-8a 절의 적용이 믿는자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How would the application of 1 Corinthians 13:4-8a resolve conflict between believers?

우리는 빌립보서 4:3절에서 바울은 그와 참으로 멍에를 같이한 자 (동지)에게 이 여인들을 도우라
고 부탁한 것을 봅니다. 이 멍에를 같이한 자 와 이 여인들 의 신원은 불확실합니다. 3절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We learn from Philippians 4:3 that Paul solicited help
from his true yokefellow (companion) to help those women. The identity of this yokefellow and those
women is uncertain. What do we learn about them from verse3?

a. 이 절에 있는 힘쓰던 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팀이 서로 함께
협력하여 경기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격렬하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챤으로서 동역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The word laboured in this verse is the translation of a Greek word used of a group of athletes who
played on a team together,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to attain a goal. This word also speaks of
strenuous and agonizing effort. How does this speak to you as a Christian about being a team
player?

3.

빌립보서 4:3절의 끝 부분의 짧은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지 마십시요. 그것을 여기에 기록 하십시
요. 셀라 Do not overlook the short phrase at the end of Philippians 4:3. Print it here. Selah

도전: 생명책 에 대해 공부하기 위하여 다음 참고들을 사용하십시요. 계시록 3:5; 13:8; 17:8 20:12;15
21:27. 당신이 통찰한 것이나 발견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십시요.
Challenge: Use the following references to do a study on the phrase book of life. Revelation 3:5; 13:8;
17:8; 20:12, 15; 21:27. Briefly summarize your insights and discoveries.

참고사항: 추가의 참고를 위해 출애굽기 32:32, 시편 69:28, 다니엘서 12:1, 누가복음10:20절을 읽으십
시요. Optional: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ad Exodus 32:32, Psalm 69:28, Daniel 12:1, Luke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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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절들을 읽으십시요.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Read the following verses.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겸손하고 온유하라. 서로 인내하고,
너희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의 잘못에 대해 관용하라.
성령에 의해 함께 인도함을 받도록 항상 노력하라.
그래서 서로 화평하라.
Be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with each other,
making allowance for each other’s faults because of your love.
Try always to be led along together by the Holy Spirit,
And so be peace with one another.
에베소서 Ephesians 4:2,3 TLB

제4일
일: 빌립보서 4:4,5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4:4, 5
1.

어떤 성경해설가들은 빌립보서4:4절이 빌립보서의 핵심절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는 단어가 이
짧은 서신에 열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는 바울이 준 권고는 이 서신 안에서
이것이 두번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뻐하도록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지금 시간을 내어 주 안에
Some Bible expositors say that Philippians 4:4 is the key verse of
서 기뻐하는 문장을 쓰십시요.
Philippians. The word rejoice is used ten times in this short epistle. This is the second time in this
letter Paul gave the exhortation to rejoice in the Lord. We still need to be reminded to do this. Take
time now to write a sentence of rejoicing in the Lord.

a. 주 안에서 라는 구절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임을 어떻게 당신의 심령의 중심에 둘수
있습니 까? How does the phrase in the Lord center your mind and heart on our true reason for
rejoicing?

2.

주 안에서 라는 구절은 빌립보서4:1-4절에 세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들 각각과 그것에 관한 권유
를 쓰십 시요. The phrase in the Lord is repeated three times in Philippians 4:1-4. Write each of
these and the exhortation concerning it.

a. 요한복음 15:4a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숙고하십시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다음 아래에
관하여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Consider Christ’s command in John 15:4a. How does abiding in
the Lord affect our:
(1.) 우리의 확고한 신념 steadfastness

(2.) 우리의 연합 unity

(3.) 우리의 기쁨 rejo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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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립보서 4:5절을 읽으십시요. 관용 이라는 단어는 관대함, 친절함, 용서, 인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음 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라는 구절은 모두 다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5a

절은 믿는자들에게 왜 꼭 필요한 교훈입니까?
Read Philippians 4:5. The word moderation
denotes gentleness, graciousness, forbearance, sweetness of temper, not being unduly rigorous. The phrase
unto all men includes everyone. With this in mind, why is verse 5a a necessary instruction to believers?

a.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4:5b)는 교회의 휴거에 관한 것으로, 주께서 오신다 로 어떤 학
자들은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자들은 이것을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혹은 주께서 곁에 계
시다 로 번역했 습니다. 어떻든 간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The Lord is at
hand (Philippians4:5b) has been translated by some scholars as the Lord is coming, referring to the
rapture of the Church. Other translators have interpreted this as the Lord is near or the Lord is
standing by. Either way, what is important to recognize?

(1.)

4.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
니까?
How should the awareness of Christ’s presence with you now affect your life?

빌립보서4:4절의 기쁨과 빌립보서4:5절의 관용이 크리스챤으로서 우리의 삶에 특성이 되어야 합니
다. 우리가 이것에 실패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The rejoicing of Philippians 4:4 and
the graciousness of Philippians 4:5 should be characteristic of our lives as Christians. When we fail in
this, what should we do?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say, REJOICE.
빌립보서 Philippians 4:4

제5일
일: 빌립보서 4:6,7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4:6, 7
1. 당신은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는 이 불쾌한 동반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방법을 빌
립보서4: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천천히 생각깊게 읽으십시요. ( 주: 염려 라는 단어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을 여기 구절,구절 쓰십시요.
How do you
handle worry and anxiety? The Lord’s method for us to deal with these miserable companions is
found in Philippians 4:6. Read it slowly and thoughtfully. ( Note: the word careful means full of care
or anxious). Write this verse here phrase by phrase.

a. 아무것도 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 the words for nothing speak to you?
5

2.

다음에 관하여 빌립보서 4:6절이 말하는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기록 하십시요.
Record in your own words what Philippians 4:6 says about the following:
a. 모든일 everything
b. 감사함 thanksgiving

선택:
사전이나 성경 참고 서적을 사용하여 기도, 간구 와 구하는 것 을 정의하십시요. 빌립보서 4:6
Option: Using a dictionary or Bible concordance define the words prayer, supplication and requests.
Philippians4:6

3.

시편 55:22절과 베드로전서5:7절이 빌립보서4:6a절NLT 번역: 무슨 일에든지 걱정하는 대신 모든 일에 대해
Share how
Psalm
기도하라 는 교훈을 따르도록 당신을 어떻게 격려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요.
55:22 and 1 Peter 5:7 encourage you to follow the instruction of Philippians 4:6a NLT: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4.

빌립보서 4:6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빌립보서4:7절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쓰십시요. 셀라 잠시 멈
추고 각 구절에 관하여 생각하십시요. Write the glorious promise of Philippians 4:7 to those who are
obedient to verse 6. Selah pause and think about each phrase.

a.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구절은 사람이 설명할수없는 것 을 의미합니다. 지키시리라 는 단어는
보초를 서다 라는 의미인 군대 용어에서 온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오는 이런 평강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요. The phrase: passeth all understanding means something
which man cannot explain. The words shall keep are from a military word which means mount guard.
Share a personal experience of this peace as a result of prayer.

b. 이 엄청난 약속에 비추어(빌립보서 4:7)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무엇이 방해합니까?
In light of this great promise (Philippians4:7) what hinders our taking all
our anxieties to God in prayer?

당신의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병처럼 보초를 설 것이고
당신의 삶의 요새를 순찰하며 근심을 몰아낼 것입니다.
Turn your cares into prayers!
Then God’s peace, like a sentinel, will mount guard
And patrol the citadel of your life and keep worry out.
-selected
6

제6일
일: 빌립보서 4:1-7절을 복습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4:1-7
1.

빌립보서 4:1-6절에 기록된 권고들을 복습하십시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것이 오늘 당
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적어 보십시요. Review the exhortations recorded in Philippians 4:1-6.
Choose one of these and write how it speaks to you today.

2.

빌립보서 4:4,5절을 순종 하는 것이 다음에 관하여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How will obeying Philippians 4:4,5 benefit:
a. 나에게 me
b. 다른 이들에게 others

3.

빌립보서 4:6절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염려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요. 그것들 하나
하나 에 대해 기도하십시요.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감
사하십시요.
In response to Philippians 4:6 make a list of anything you are anxious about. Pray about each of them.
Thank the Lord for His love and care for you and peace He has promised.

4.

이번주 당신의 공부를 통하여 풍성하여졌거나, 격려 되었거나, 도전이 된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way you have been enriched, encouraged or challenged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평화를 잃으며, 쓸데없는 고통을 겪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음이라.
O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selected

7

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4:84:8-13절
13절
Philippians 4:8-13
Lesson 12
제1일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당신의 기쁨 에 도움을 준 빌립보서 4:1-7절의 공부로부터 당신은 어떤 특별한 권유나 교훈 또는
위안을 받았습니까?
What particular exhortation, instruction or consolation did you receive from
your study of Philippians 4:1-7 that has contributed to your joy?

2.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멈추었던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태
도나 감정과 행실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주 빌립보서 4:8-13절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 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약속된 결과는 무엇
입니까? 빌립보서
4:9절
Do you ever stop to think about what you think about? Our thoughts
affect our attitudes, emotions and behavior. You will learn through your study of Philippians 4:8-13
this week what we are to think on and do. What is the promised result of doing this? Philippians 4:9

3.

이 공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읽고 공부하고 이 교재를 완성하는 것은 슬픈 손실입
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배운것을 적
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요.
To read and study and complete this
lesson without applying it to your life would be a sorrowful loss. To avoid this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and enable you to apply what you learn.

너희는…배우고, 받고, 들은바를…
행하라.
Those things, which ye have both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do.
빌립보서 Philippians 4:9a

제2일
일: 빌립보서 4:8,9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4:8, 9
1.

종말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9절의 약속된 평강
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8절에서 하나씩 기록하시면서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 시요.
Finally Paul tells us what we are to think on. These things are critical to the promised peace of verse 9.
Thoroughly consider these things as you print each one from Philippians 4:8:
a.

(거짓되거나 속임이 아닌; not false or deceptive)

b.

(가치있는; 고귀한, 존경할만한, 존귀한; worthy; noble, honorable, venerable)

c.

(의로운;거룩한, 정당한; righteous; holy, equitable)

d.

(순수한; 순결한, 더럽히지 않은; undefiled chaste; clean)

e.

(매력있는; 사랑을 유도해 낼만한; winsome; that which elicits love)

f.

(은혜스러운;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gracious; things that are fit for God to hear)

g.

(우수한; excellence)

h.

(칭찬할만한; praiseworthy)

2.

잠시동안 당신의 생각들을 검토해 보십시요. 어떤 일상적인 임무들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다른일들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있을때 당신은 어떤 생각들로 채워지는 지를 의식하십 시요. 잠언 23:7a절에서 우리의
생각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셀라 -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 하십시요. Monitor your thoughts for
a period of time. There are certain practical everyday responsibilities with which your mind must be occupied,
but when you are free to think about other things, be aware of what fills your thoughts. What do you learn from
Proverbs 23:7a about our thinking?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3.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은 것을 우리의 생각과 행실로 거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빌립보서 4:8절과 고린도 후서10:5절을
아래에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Realizing that what we sow in our minds we reap in our
thinking and behavior, how should Philippians 4:8 and 11 Corinthians 10:5 be applied to our:
a.

TV 보는 것
TV viewing

b.

영화
movies

c.

책들과 잡지들
books and magazines

d.

4.

대화
conversations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같을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있습니까? 로마서 12:2절과 에베소서4:23
절에서 답하십시요. When your thoughts seem to be controlling you, what can you do to change them? Answer
from Romans 12:2 and Ephesians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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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렇게 하는 실제적인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practical ways of doing this.

제3일
일: 빌립보서 4:9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4:9
1.

빌립보서 4: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깊이 사랑하는 믿는 자들에게 그의 실제적이나 강력한 교훈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9절에서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면서 그의 권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In Philippians
4:9 Paul concluded his practical yet powerful instructions to those dearly beloved believers in Philippi. Think
about his exhortation as you fill in the missing words from verse 9:

너희는 내게
Those things, which ye have both
a.

,

,
, and

,
, and

를
, and _______ in me ,

.
:

실천하라 는 뜻인 행하라 는 동사에 집중하십시요. 이 권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야고보서 1:22 절을 보십시요. Concentrate on the verb do, which means practice. What did this exhortation
require of them? See James 1:22

사적 질문: 몸소 실천해 보이는 모범은 가르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대하여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Personal: It has been said that personal example is an essential part of teaching. Paul role-modeled authentic
Christianity.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about your life?

2.

빌립보서 4:9b절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는 구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요.
Concentrate on the promise of Philippians 4:9b. Share what it means to you that the God of
peace shall be with you.

a.

3.

이것이 빌립보서 4:8,9 절을 순종하려는 당신의 갈망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this affect your desire to obey Philippians 4:8, 9?

빌립보서 4:7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요. 그것을 빌립보서4:9b절의 약속과 비교하십시요. 이것에 대해 당신
이 갖 는 어떤 통찰력이든지 기록하십시요.
Recall the promise of Philippians 4:7. Compare it with the
promise of Philippians 4:9b.
Record any insights you have on this.

a.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증거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평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그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십시요.
One of the greatest witnesses to others should be
the Christian’s supernatural peace. God longs to fulfill His promise to us of His peace with us and within
us so we can be that example to others. Cite an example of this if possible.

이제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Now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lways by all means.
데살로니가후서 11 Thessalonians 3:16a
3

제4일
일: 빌립보서4:10-13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4:10-13
1.

오늘 우리는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사랑하는 동료들에게한 그의 개인적인 견해의 한 부분을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4:10-13절은 비록 이들 믿는자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현재 우리를 위한 적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10절을 읽으십시요. 바울이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선언한 이유를 기록
하십시요. (주: 이 절에 있는 생각 이라는 단어는 관심 혹은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Today we will look
at a portion of Paul’s personal comments to his beloved friends at Philippi. Although Philippians 4:10-13 was
directed to those believers, they contain current application for us today. Read Philippians 4:10. Record the
reason Paul declared: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Note: the word careful in this verse means concern or care for.)

a.

바울은 그들이 그에게 보냈던 도움에 대해 그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4:18절을 보십시요). 다
음 빌립보서4:10절NLT 번역을 관찰 하십시요: 참으로 감사하고 주께 찬양을 드림은 너희가 나를 다시금

생각해 줌이라. 너희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동안 나를 도울 기회가 없었
음이라. 이것이 복음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관심과 기회에 대하여

어떻게 당신 에게 말합니까?
Paul expressed his gratitude for the support they had sent him (see
Philippians 4:18). Observe the following version of Philippians 4:10 NLT: How grateful I am, and how I praise
the Lord that you are concerned about me again. I know you have always been concerned about me, but for a while you
didn’t have the chance to help me.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concern and opportunities we have to
share with others who serve the Lord in ministering the gospel?

2.

바울은 빌립보의 믿는자들에게 무엇을 매우 분명히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4:11
What did Paul make very clear to the Philippian believers? Philippians 4:11

a. 만족이라는 단어를 정의 하십시요.

3.

Define the word: content.

다음과 대조하여 바울의 자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증상은 에덴동산에서 시작
되었 습니다. 하와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은 결코 만족 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이끌어 낼 수 있었
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하와의 장래를 어떻게 바꾸었겠습니까?
Think about Paul’s contentment in
contrast to the following: There is never enough syndrome that began in the Garden of Eden. Eve lived in
paradise. She had it all, so to speak. Yet the serpent was able to draw her away from obedience to God by
appealing to this never enough component of human nature. How would a contented heart have altered Eve’s
future?

a.

우리의 불만족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갈망하는 하와의 부류로 빠져 들게 하거나 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태도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우리를 멀어지게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Our discontent may fall into Eve’s
category of desiring what God has forbidden or it may be just a never satisfied attitude. How might this
lack of contentment be a tool of Satan to seduce us away from God’s will for our lives?

(1.) 불만족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How could discontentment destroy a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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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불만족을 가볍게 다루지 마십시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타락의 소용돌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불만의 증상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Do not treat discontentment lightly. It can begin a
downward spiral in your life. Think about some of the symptoms of discontentment.

다음 절들로부터 바울이 자족하는 것에 대해 말한 것들을 적으시면서 불만족에 대한 치료법을 생각해 보십
시요. Consider the cure for discontentment by writing what Paul said about being content from the following
verses:

4.

a. 빌립보서

Philippians 4:11b

b. 빌립보서

Philippians 4:12

c. 빌립보서

Philippians 4:13

(1.) 11b-13 절을 이용하셔서 자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요약하십시요.
Using verses 11b-13 summarize the Christians’ perspective on contentment.
(2.) 우리가 변화 시킬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자족하도록 합니까?
How does acceptance of things we cannot change lead to contentment?
(3.) 빌립보서 4:8 절의 적용이 어떻게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지켜줍니까?
How would the application of Philippians 4:8 keep us from being discontent?

제5일
일: 빌립보서 4:13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4:13
1.

척 스미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4:13절은 신약에서 핵심되는 구절 중의 하나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절에 한번 더 초점을
맞추십시요. 이 구절을 내가 와 내게 라는 대명사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개인화하여 여기에 쓰시면서 잠시 멈추고
이 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Pastor Chuck says: Philippians 4:13 is one of the key verses in the New Testament.
Focus on this verse once more. Pause and think about this verse as you print it here personalizing it by writing
your name over the pronouns 1 and me.

2.

빌립보서4:13a 의 확대 번역본을 보십시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 내 안에 능력을 부어넣어 주신 그분을 통하여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Consider Philippians 4:13a Amp: I have strength for all things in Christ Who empowers me (I am
ready for anything and equal to anything through Him Who infuses inner strength into me…) What assurance does this
give you?

3.

빌립보서 4:13절의 진리가 당신의 삶의 다음 아래 부분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What impact should the truth of Philippians 4:13 have on the following areas of your life:
a.

자족
contentment

b.

시험들이나 고난
trials or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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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님을 위한 사역이나 섬김
ministry or service for the Lord

제6일
일: 빌립보서 4:8-13절을 복습 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4:8-13
1.

이번 주 공부가 당신의 생각하는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How has the lesson this week affected your thought life?

2. 빌립보서 4:8-13절을 마음에 두시고 다음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충고를 주시겠습니
까?
With Philippians 4:8-13 in mind what advice would you give a Christian who was struggling with:
a. 그녀의 생각하는 삶
her thought life

b. 불만
discontentment

3.

바울이 빌릴보서 4:8-13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었던 선언을 생각할 때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When you consider the declarations Paul could make in Philippians 4:8-13 about himself, how is he an example for
you?

4.

빌립보서4:13절을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 하십니까?
How are you applying Philippians 4:13 to your life today?

5.

이 공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 has this lesson spoken to you?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Thou wilt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이사야 Isaiah 2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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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립보서 4:144:14-23절
23절
Philippians 4:144:14-23
Lesson 13
제 1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주 (빌립보서 4:8-13절) 의 공부를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 are you applying last week’s lesson (Philippians 4:8-13) to your life today?

2.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 4:14-23절)의 마지막 절들에서 우리는 바울을 돕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
음을 전 하는 훌륭한 실례를 보게될 것입니다. 이절들에서 당신에게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In these closing verses of Paul’s letter (Philippians 4:14-23), we will be given an outstanding example
of gratitude for the believers’ ministering to Paul. What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in these verses?

3.

당신의 성경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공
부할 때 마다 우리 각자를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이 가
장 필요로 하는 것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을 여기에 기도로 적으십시요.
It is
always important to begin your Bible study with prayer. The Lord has something for each of us every
time we study His Word. Think for a moment of your greatest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Write it here as a prayer.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But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제 2 일: 빌립보서 4:14-16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Philippians 4:14-16
1.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우러난 감사를 보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14-16절은 10절
에서 부터 시작된 바울의감사 가 계속 됩니다. 다음의 절들에서 믿는 자들이 바울을 위해 행했
던 것을 적으 시면서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감지해 보십시요.
It is a blessing when someone
sends you a heartfelt thank you. Philippians 4:14-16 continues Paul’s thank you which began in verse
10. Sense his gratitude as you write what these believers had done for Paul from the following verses:
a. 빌립보서 4:14 Philippians 4:14
b. 빌립보서 4:15 Philippians 4:15
c. 빌립보서 4:16 Philippians 4:16

2.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시동안만 있었음에도 그들이 바울에게 한번 두번 보냈다 라고 16절에 기
록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4-16절에 비추어 당신은 빌립보에 있는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시겠 습니까?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Paul was in Thessalonica only a short time, yet
verse 16 records that they sent once and again to him. In light of verses 14-16, how would you
describe these believers at Philippi?

3.

고린도후서 11:9절을 읽으십시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온 믿는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메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을 언급 하였습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도움은 바울이 무엇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Read 11 Corinthians 11:9. Paul mentioned having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brethren from Macedonia, referring to the believers from Philippi. What had their financial gifts allowed
Paul to do?

4.

빌립보서4:14절에서 잘 하였도다 라는 바울의 칭찬을 다시한번 주목하십시요. 이 절에 있는 내 괴로움 에
함께 참예 하였으니 라는 구절은 내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괴로 움을

함께 나누는 것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Notice once again from Philippians 4:14 Paul’s
commendation: ye have done well. The phrase communicate with my affliction in this verse means shared
in my distress.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sharing in another’s affliction?

우리는 기회 있는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지니라.
As we have…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갈라디아서

Galatians 6:10a

제3일
일: 빌립보서 4:17,18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Philippians 4:17,18
1.

빌립보서4:17절에서 우리는 빌립보의 믿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순수한 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바
울에게 선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In Philippians 4:17 we catch a glimpse of Paul’s
purity of heart towards the Philippian believers. What was more important to him than a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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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다음 구절을 설명 하십시요: 너희에게 유익 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Explain the phrase: fruit that may abound to your account.
척 스미스 목사님은: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서 선물을 더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
그들이 그의 사역에 대한 천국의 상급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Pastor Chuck says: Paul did not
thank the Philippians so that he would receive another gift from them, but to let them know that they would
share in the heavenly reward for his ministry. What message is there in this for us today?

2.

바울과 빌립보인들의 선물에 대해 빌립보서 4:18절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절을 쓰면서
생각해 보십시요.
Consider what Philippians 4:18 reveals about Paul and the Philippians’ gift as
you write this verse phrase by phrase.
a. 18a 절은 바울의 자족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How does verse 18a demonstrate Paul’s contentment?
b. 그들의 선물을 묘사하는 18 절에 한번 더 초점을 두십시요. 제물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는 주는 사람이
치르는 댓가를 뜻합니다.
바울에게 준 그들의 선물에 대하여 그에게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Focus once more on the phrase in verse 18 that describe their
gifts. The very meaning of the word sacrifice denotes cost to the giver. What do you think was most
meaningful to Paul about their gift to him?

빌립보서 4:18절에서 언급한 그들의 선물인 제물은 구약성경에서 레위기의 희생제물을 가리킵
니다. 레위기 1:9,13,17절과 이와 관련 된 레위기의 다른 절들을 읽으십시요. 빌립보서 4:18절
의 제물과 구약성경의 향기로운 냄새 의 제물에서 당신은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Challenge: The reference in Philippians 4:18 to their gifts as a sacrifice points to the Old Testament
Levitical sacrifices. Read Leviticus in 1:9,13,17, and other verses in Leviticus pertaining to
this. What parallels can you draw between the sacrifice of Philippians 4:18 and the Old
Testament sweet-smelling sacrifices?

도전:

3.

빌립보서4:17,18 절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3:16절을 쓰십시요. 이절에 있는 나눠주다 는 분배
With Philippians 4:17, 18 in mind, write Hebrews13:16 phrase by phrase.
Communicate in this verse refers to distribute.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a.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네가 가진 것을 궁핍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Don’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what you have with those in need,
for such sacrifices are very pleasing to God.
히브리서 Hebrews 13:16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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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일: 빌립보서 4:19,20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Philippians 4:19, 20
1.

빌립보서 4:19절은 성경에서 가장 격려가 되는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의 각 단어를 큰 소리로 강조
하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요. 이 약속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Philippians 4:19 is one of the
most encouraging promises in the Bible. Slowly read this verse aloud emphasizing each word. How does this
promise minister to you today?
a. 이 절에 있는 채우시리라 는 단어는 빌립보서 4:18 절에서 내가 풍족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헬라
어입니다. 바울에게 준 그들의 선물은 충분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당한 분량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습니까? The word supply in this verse is the translation of the
same Greek word translated I am full in Philippians 4:18. Their gift to Paul was more than adequate, it was
overflowing. With what corresponding measure would God meet their need?
b. 당신의 삶과 연관하여 너희 모든 쓸 것 이라는 구절을 묵상하십시요. 시편 23:1 절을
읽으십시요.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까?
Meditate on the phrase all your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life. Read Psalm 23:1. How does this strengthen your faith?

2.

빌립보서 4:19b절에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십시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이 얼마나 큽
니까?
Center your mind and heart on Philippians 4:19b. How great is the resource of God’s
supply? Selah.
a. 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

남아 돌아갈 만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주시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 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Pastor Chuck says: God’s resources are infinite. He has more than
enough to supply all our needs. He doesn’t always give us all our wants, because sometimes our wants aren’t His will for
us. Why is this important for us to know and remember?

3.

어떤 주석 책에: 빌립보서4:19절은 믿음의 은행에 쓴 수표와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은행장의 이름이며, 채
우시리라는
우시리라 지불하겠다는 약속이고, 너희 모든 쓸 것은 수표의 액수를 말하며, 그의 풍성한 대로는
대로 은행의
자산이며, 영광 가운데는
가운데 은행의 주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에서 서명으로, 이것이 없이는 그 수표가 아무
가치가 없음을 말한다 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누어 보십시요. One commentary says:
Philippians 4:19 is like a note drawn upon the bank of faith. My God is the name of the Banker, shall supply is the promise to
pay, all your need is the value of the note, according to His riches is the capital of the bank, in glory is the address of the
bank, by Christ Jesus is the signature, without which the note is worthless. Share your response to this.

4.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생각하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찬양의 글을 쓰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20 절을 여
기에 기록하시면서 바울의 말을 당신자신의 찬양으로 만드십시요. Thinking of God’s abundant provision
prompted Paul to write a sentence of praise. Make his words your own praise by recording Philippians 4:20
here.

당신은 당신의 빈곤에서 공급하였지만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부함에서 채울 것입니다.
You supplied out of your poverty;
God will supply out of His riche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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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일: 빌립보서4:21-23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Philippians 4:21-23
1.

오늘 우리는 빌립보에 있는 믿는자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의 끝맺는 말들을 볼 것입니다. 빌립보
서 4:21,22절을 읽으십시요. 이 절에 있는 문안하라 는 단어는 인사하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들에서 그가 말한 것을 적으십시요.
Today we will look at Paul’s closing words in his
letter to the believers at Philippi. Read Philippians 4:21, 22. The word salute in these verses could be
translated greet. Write what he said in the following verses:
a. 빌립보서 4:21 절
Philippians 4:21
b. 빌립보서 4:22 절
Philippians 4:22

2. 가이사 (네로)집 사람 중 몇 이 문안하는 기록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관청의 직원
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이사에게 고용된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1: (12)13절의
바울의 진술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greetings from they that are of
Caesar’s (Nero’s) household. This refers to the believers in Caesar’s employment, probably including
those in civil service. How does this verify Paul’s claim of Philippians 1: (12)13?

a.

3.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is reveal about the power of the gospel?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떤 축복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빌립보서4:23절
With what blessing did Paul close this letter? Philippians 4:23

a. 빌립보인들은 바울에게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보낼 선물은 단
한가지인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거나, 심지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므로 섬길 수 없을지라도, 축복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한 두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요. The Philippians had sent
their gifts to Paul. Paul had only one gift to send to them his blessing. We may not be able to give
financially or even serve others by doing things for them, but we can be a blessing. Share one or
two ways we can be a blessing to others.

오 구세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나로 축복이 되게하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 축복이 되게하소서.
Make me a blessing, O Saviour, I pray.
Make me a blessing to someone toda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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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일: 빌립보서4:14-23절을 복습 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Philippians 4:14-23
1. 이번주 공부에서 빌립보의 믿는 자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From this week’s lesson how are the Philippian believers an example for you?

2.

다음 절에서 주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What do you learn giving from:
a. 빌립보서 4:17 절
Philippians 4:17

b. 빌립보서 4:18 절
Philippians 4:18

3.

빌립보서4:14-23절을 마음에 두고, 다음에 관하여 이절들에서 관찰한 한가지를 적으십시요.
With Philippians 4:14-23 in mind, write one thing you observed from these verses about:
a. 하나님 God

b.

4.

그리스도 예수 Christ Jesus

c.

바울 Paul

d.

빌립보인들 the Philippians

빌립보서 4:14-23절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이 받은 도전이나 격려 혹은 통찰한 것을 간단히 나누십
시요. Briefly share an insight, encouragement or challenge you have received through your study of
Philippians 4:14-23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진실로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라.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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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빌 립 보 서
Philippians
복 습
Review

Lesson 14
제1일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에 공부한 것을 마음에 두시고, 빌립보서 4:14-23절에서 당신의 삶을 위한 무엇을 얻었습
니까? With last week’s study in mind, what have you gleaned for your life from Philippians 4:14-23?

2.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요! 그 공부를 통하
여 우리는 매일의 크리스챤 삶을 위한 교훈과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부가 끝
나면 배운 것 중 얼마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복습을 하면 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바울의 편지를
복습하기 전에 빌립보서 공부를 통하여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요.
What a joy it has been to study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Through it we have received
instruction, encouragement and strength for daily Christian living. When we finish a study our
tendency is to lose or forget some of what we have learned. One of the best ways to avoid this is to
refresh our minds with a review. Before you begin this Review of Paul’s life changing letter, share
what your greatest joy has been through your study of Philippians.

3.

빌립보서에 있는 불변의 원칙과 진리를 간직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이 공부를 기도로 시작 하십
시요. 이 편지의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
십시요. 여기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요.
To retain and apply the unchanging principles
and truths of Philippians begin this lesson with prayer. Express your thanksgiving to the Lord for
all He has shown you through your study of this letter. Write your prayer here.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빌립보서 Philippians 3:8a

제2일
일: 빌립보서 1장
SECOND DAY: Philippians 1
1.

빌립보서는 값진 약속들과 실제적인 적용이 풍부히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복습을 서
둘러 급하게 하지 마십시요. 가능한 대로 많은 시간을 내어 각 장을 복습하십시요. 오늘 우리
는 1장을 복습할 것입니다. 다음 각 구절들에 간단한 제목을 붙여보십시요.
Philippians is
a letter rich with precious promises and practical application. Don’t rush through your review of
this letter. Take as much time as possible to review each chapter. Today we will review Chapter
One. Write a brief title for each of the following passage:
a. 빌리보서 1:1-11 절
Philippians 1:1-11

2.

b.

빌립보서 1:12-24절
Philippians 1:12-24

c.

빌립보서 1:25-30절
Philippians 1:25-30

빌립보서1장에서 어떤 절이나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두드러집니까?
What phrase or verse from Philippians 1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today?
a.

3.

왜 그렇습니까? Why?

다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습니까?
How has Paul’s attitude toward each of the following been an example for you:
a.

다른 그리스도인들 other Christians

b. 고난 suffering
c. 그리스도와 복음 Christ and the gospel
4.

당신의 삶과 관련시켜 다음 절들을 잠시 시간을내어 묵상해 보십시요. 각 구절이 오늘 당신에
게 말하는 바를 기록하십시요.
Take a moment to consider the following verses in relationship to
your life. Record a way each one speaks to you today:
a. 빌립보서 1:6 절
Philippians 1:6
b. 빌립보서 1:21 절
Philippians 1:21
c. 빌립보서 1:27 절
Philippians 1:27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할 것은 결코 아무 것도 하지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담대하고, 나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라.
For I live in eager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ever do anything that cause me shame,
But that I will always be bold for Christ… and that my life will always honor Christ.
Philippians 1:20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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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일: 빌립보서2장
THIRD DAY: Philippians 2
1.

빌립보서2장에 있는 구절들을 읽으십시요. 다음구절들에 간단한 제목을 붙이십시요.
Read following passages from Philippians 2. Write a brief title for:
a. 빌립보서 2:1-11 절
Philippians 2:1-11
b. 빌립보서 2:12-18 절
Philippians 2:12-18
c. 빌립보서 2:19-30 절
Philippians 2:19-30

2.

2장에서 어떤 교훈이나 권고 혹은 약속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해줍니까?
Which instruction, exhortation or promise from Chapter 2 especially speaks to you today?

a. 왜 그렇습니까? Why?

3.

빌립보서2장에서 다음 인물들의 본보기에서어떤 격려나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From Philippians 2 what encouragement or inspiration do you receive from the examples of:
a. 그리스도
Christ
b.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Timothy and Epaphroditus

4.

2장에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 당신의 크리스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쓰
십시요.
How has the practical instruction from Chapter Two affected your Christian walk? Be
specific.

너희는 비뚤어지고 사악으로 가득찬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진하게 살며,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
너희들의 삶이 그들 앞에 밝게 비취게 하라.
… You are to live clean, innocent lives as children of God
In a dark world full of crooked and perverse people.
Let your lives shine brightly before them.
Hold tightly to the Word of life…
빌립보서

Philippians 2:15,16a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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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일: 빌립보서3장
FOURTH DAY: Philippians 3
1.

빌립보서3장에서 다음 절들을 읽으십시요. 다음 절들에 대한 간단한 제목을 붙여 보십시요.
Read the following verses from Philippians 3. Write a brief title for:
a. 빌립보서 3:1-12 절
Philippians 3:1-12
b. 빌립보서 3:13-21 절
Philippians 3:13-21

2.

빌립보서3장에서 어떤 구절이나 절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합니까?
What phrase or verse from Philippians 3 particularly speaks to you today?

a.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why?

3.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영원한 것에 대한 그의 추구는 3장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
니다. 당신의 삶에 그의 본보기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Paul’s passion for Jesus and his
pursuit of eternal things is seen throughout Chapter Three. How has his example impacted your life?

4.

다음 절들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면으로 교훈을 줍니까?
In what way do you the following verses minister to you today:
a.

빌립보서 3:7 절
Philippians 3:7

b.

빌립보서 3:10 절
Philippians 3:10

c.

빌립보서 3:13,14 절
Philippians 3:13,14

d.

빌립보서 3:20,21 절
Philippians 3:20,21

내가 전심전력하는 것은 이것이니:
즉 과거는 뒤에 두고 앞에 놓인 것에 두 손을 펼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
…I do concentrate on this:
I leave the past behind and with hands outstretched to whatever lies ahead
I go straight for the goal my reward
the honor of being called by god in Christ.
빌립보서 Philippians 3:13b,14 Philips 빌립스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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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일: 빌립보서4장
FIFTH DAY: Philippians 4
1.

빌립보서4장에서 다음 절들을 읽으십시요. 간단한 제목을 붙여 보십시요:
Read the following verses from Philippians 4. Write a brief title for:
a. 빌립보서 4:1-7 절
Philippians 4:1-7
b. 빌립보서 4:8-13 절
Philippians 4:8-13
c. 빌립보서 4:14-23 절
Philippians 4:14-23

2.

4장에서 어떤 교훈이나 권고 혹은 약속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합니까?
What instruction, exhortation or promise from Chapter 4 particularly speaks to you today?
a.

3.

왜 그렇습니까? Why?

빌립보서4장에서 두 세구절을 선택하여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영감을 주었는지
쓰십시 요. (시간이 있으면 모두하십시요.)
Choose two or three of the following phrases
from Philippians 4 and write how each one has challenged or inspired you: (Do all if you have time.)
a. 주안에서 굳게 서라(1 절)
stand fast in the Lord (verse 1)
b.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4 절)
rejoice in the Lord always (verse 4)
c. 아무것도 염려(걱정) 하지말라(6 절)
be careful (anxious) for nothing (verse 6)
d. 무엇이든지 참되며…경건하며…옳으며… 정결하며…사랑할 만하며…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whatsoever things are true… honest…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 절)
Just…pure…lovely…of good report…any virtue…any praise, think on these things (verse 8)
e.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9 절)
those things, which ye have both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do (verse 9)
f.

4.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 하기를 배웠노니(11b)
…for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the content (verse 11b)

다음 약속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요.
Briefly share your response to the following promises:
a.

빌립보서 4:13 절
Philippians 4:13

b.

빌립보서 4:19 절
Philippians 4:19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Now unto God and our Father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빌립보서

Philippians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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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일: 복습
SIXTH DAY:
1.

2.

Review

빌립보서를 공부한 결과로써 당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What particular application are you making to your life as a result of your study of Philippians?

빌립보서1-4장에서 다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바를 기록하십시요:
Record something you have learned from Philippians 1-4 about the Christian’s:
a. 기쁨과 기뻐하는것
joy and rejoicing
b. 생각
mind
c. 행동
behavior
d. 평화
peace

3.

빌립보서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절을 적어 보십시요.
Write your favorite verse from Philippians.

4.

바울의 증언과 본보기가 주님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어떻게 강하게 해 주었습니까?
How has Paul’s testimony and example strengthened your commitment to the Lord?

5.

빌립보서 공부가 당신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유익을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e study of Philippians benefited you the mo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빌립보서

Philippians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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