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Sermon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말복(末伏)



초복(初伏)이구나

중복(中伏)이구나

말복(末伏)이구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빌 4: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
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Php 4:4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빌 4:10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
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
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Php 4:10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that now at length you have revived 
your concern for me. You were indeed 
concerned for me, but you had no 
opportunity.



빌 4:11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Php 4:11 Not that I am speaking of 
being in need, for I have learned in 
whatever situation I am to be content.



“자족(自足, self-sufficiency)”



I. 자족이란 무엇인가?



“자족(autarkes)”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독
립성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



소크라테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인가?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자이다. 그
이유는 자연의 부는 바로 자족이기 때
문이다.” 



세네카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 운에 만
족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신의 환경과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사
람이다.”



II.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빌 4:11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을 배웠습니다.

Php 4:11 Not that I am 
speaking of being in need, for 
I have learned in whatever 
situation I am to be content.



빌 4: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
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
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
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Php 4:12 I know how to be brought low, 
and I know how to abound. In any and 
every circumstance,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facing plenty and hunger, 
abundance and need.



III. 누가 자족할 수 있어요?



(빌 4:13, 새번역) 나에게 능력을 주시
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Php 4:13, ESV)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요 15:5, 7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
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
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
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다.

Jn 15:5, 7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자급자족(自給自足)    X

예수님 안에서의 자족 O



IV.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빌 4:10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
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
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Php 4:10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that now at length you have revived 
your concern for me. You were indeed 
concerned for me, but you had no 
opportunity.



(빌 4:14, 새번역) 그러나 여러분이 나
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 한 일입니
다.

(Php 4:14, ESV) Yet it was kind of 
you to share my trouble.



(빌 4:17, 새번역)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
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Php 4:17, ESV) Not that I seek the 
gift, but I seek the fruit that 
increases to your credit.



(빌 4:18b, 새번역) ... 그것은 아름다
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
으시는 제물입니다.

(Php 4:18b, ESV) ... a fragrant 
offering, a sacrifice acceptable and 
pleasing to God.



(빌 4:19, 새번역) 나의 하나님께서 자
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
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Php 4:19, ESV) And my God will 
supply every need of your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