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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자의 명함을 꺼내 나눕시다. 명함이 없으면, 어떤 내용을 명함에 넣을지 생각하며 자기 소개를 해 봅시다.

2.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1절, 참고/고전 1:12, 고전 3:5, 

 고후 4:5)

3. 바울과 같은 정체규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                                    )을 뛰어 넘어 (                                    )와 (                                    )이 

  리셋된다 (3-4절)

 2) (                                     )이 리셋된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            )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3) (                                     )에서 자유한 자(1절)

 

4. 우리 크리스천의 소속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는 무엇일까요?(참고/ 고전 1:2, 롬 1:7, 고전 15:22, 고후 5:17, 골 1:28)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 1절 ...그리스도 예수 (                                     ) 빌립보에 사는 모든 (                                     )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                                     )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                                     )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적용하기

<적용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몸의 소망 무엔가(찬539/새488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인문학의 첫번째 질문
(빌 1:1-6) 

빌립보서 강해  -제2편 



Apply to Life1. Share your business cards. If you don’t have one, introduce yourself with what you would put on 
 your business card.

2. How did Paul introduce himself? Is it different than how we introduce ourselves? (v.1, 
 Ref: 1 Cor 1:12, 3:5, 2 Cor 4:5)

3. How will an identification like Paul affect you?

 1) Reset (                                           )and (                                           ) by going beyond 
  (                                           ) (vv.3-4)

 2) (                                           ) becomes reset. (v.5)
  “Because of your partnership (                                           )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3) One who has been freed from (                                           ) (v.1)

4. Which word best explained our affiliation to Christianity? (Ref: 1 Cor 1:2, Ro 1:7, 1 Cor 15:22, 
 2 Cor 5:17, Col 1:28) Share where you belong.

 ● v.1 ... To all (                                           ) (                                           ) Christ Jesus who are at Philippi 
  with the over seers and deacons

 ● 2 Cor 5:17 Therefore, if anyone (                                           ),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 Col 1:28 Him we proclaim, warning everyone and teaching...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                                           )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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