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립보서 소개 
조니 라미레스-존슨 박사(Dr. Johnny Ramírez-Johnson)는 사도 바울의 영적 

영역에 대한 개념을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빌립보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음)  

 

저는 조니 라미레즈-존슨(Johnny Ramírez-Johnson) 박사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인류학 강의를 하고 있고 풀러 라티노 센터에 소속된 교수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이 과제를 받은 후부터 저의 귀와 가슴 속에 울려퍼졌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4 장 4 절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노래 하라고 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임박한 죽음과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인들이 계속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빌립보서에 소개된 세 가지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필리펜세스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인식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범한 일상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일상 생활로 가져오고자 하는 개념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사도의 삶은 2 장 3 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도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빌립보서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 하십시오.  

 

영적인 구절들 중 두 번째 개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15 :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것이 목표입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영의 관대함,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비록 목표는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일상의 언어로는 빌립보서 4 장 8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사고 

방식에 집중해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집중하면 행동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같이 노래 해 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