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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 시민권은 언제 따셨습니까?

2.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20절) 그 의미를 참고 구절과 비교하며 말해 보십시오.

 (참고/엡 2:4-6, 골 1:13)

3.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기다리는 삶(20b)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는 삶(21절, 참고/ 롬 6:6, 12-14)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버티는 삶(1절, 참고/ 요일 3:1) 

4.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변두리 인생(marginal life)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답게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백(margin)'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에 '생략된 공간'에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간증들을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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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에서 여백으로
(빌 3:20-4:1) 

빌립보서 강해 -제17편 



Apply to Life1. Do you have a U.S. citizenship?  If so, when did you receive it?

2. Where is the citizenship for us believers? (v. 20)  Discuss the meaning of this, comparing with the 
 verses in the following references.  (Ref: Eph 2:4-6, Col 1:13)

3. Please discuss three life styles of believers who has citizenship in heaven.

 1) Life of waiting f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20b)

 2) Life that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21, Ref: Rom 6:6, 12-14)

 3) Life standing fi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1, Ref: 1 John 3:1)

4. Those who have citizenship in heaven have no choice but to live a marginal life in this world.  
 But, if we live a life as a citizen in heaven, then we can have a life with margin for God to work in.  
 Please share your stories of what God is newly drawing in your omitted space.

<Song in Response: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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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utskirt to Margin
(Philippians 3:20-4:1) 

Reset to Joy Series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