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휴스턴 서울교회/2019 년 7 월 5 일  

 

빌립보서 개요  

 

1. 저자와 쓰여진 시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지내던 약 A.D. 62 년경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2. 편지의 배경: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 차 선교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이고, 유럽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이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은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을 듣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으뜸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게 된다. (사도행전 16:6-15)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 16: 11-40):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남으로 시작된다.  

-점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으나, 지진을 통해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이를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부당하게 대우한 관원들에게 사과를 받고 데살로니가로 떠난다.  

 

*빌립보: B.C. 360 년 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 세가 그 성을 건축하여 그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불렀다. B.C. 2 세기 경에 로마에 예속되어 로마제국에 속하게 된다. B.C. 

31 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제대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키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시민으로서 긍지가 높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컸다고 한다.  

 

3. 특징: 빌립보서 2:6-11 에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빌립보서의 

중심축을 이룬다.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바울을 본받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본받음을 넓혀 가라고 권유한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많은 애정을 두고 있는 교회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바울을 도왔던 교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잘 드러난다. 기쁨과 기뻐하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나오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에게도 주를 힘입어 기뻐하라고 권면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분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이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  

 

3. 쓰여진 목적:  

1)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과 복음의 진보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빌 1:12) 

2) 빌립보 성도들이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기 위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으나 회복되었음을 알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3) 빌립보 교회내의 분쟁에 대한 훈계와 악한 사역자들에 대한 권면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4. 중요한 주제들: 

1) 그리스도인은 바른 영적 관점을 갖고 영적인 진보를 계속 이뤄가야 한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모범이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범이 될 수 있다.  

3) 고통이 오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기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4)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간에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함께 섬기며 하나될 수 있다.  

5)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6)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만물의 구세주로 영광 받으신다.  

 

5. 구성: 

1) 인사와 감사의 기도 (1:1-11)  

2)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삶 (1:12-26)  

3) 그리스도의 마음 갖기 (1:27-2:11)  

4) 교회를 향한 권면과 그리스도의 일꾼들 (2:12-30) 

5) 하나님의 의 (3:1-11) 

6) 하늘의 상을 향한 달음질 (3:12-4:1) 

7)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기를 권면 (4:2-9) 

8) 빌립보 사람들이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와 인사 (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