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ERUNNER CHRISTIAN FELLOWSHIP – MIKE BICKLE 

Love-Based Righteousness: Beauty and Freedom (Phil. 1:9-11) 
사랑에 기반한 의: 아름다움과 자유 (빌 1:9-11) 

I. INTRODUCTION  
도입 

A. Philippians 1:9-11 is a prayer for our spiritual life, family members, spouse, children, churches, etc. This 
passage provides us with a concise overview of the nature of Christianity. Paul prayed for the believers to 
abound in love in the face of persecution, criticism, and temptation (1:9-11, 27-29).  
He prayed for three things to increase in their lives (v. 9)—love, knowledge, and discernment.  
Next, he described the result (v. 10)—our lives are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빌립보서 1:9-11 절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교회 등을 향한 기도이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본질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바울은 성도들이 핍박과 비난, 유혹 앞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1:9-11, 27-29). 
그는 그들의 삶에서 세 가지가 증가되기를 기도했다 (9절) – 사랑, 지식, 그리고 분별 
그리고 그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묘사했다 (10 절) –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됨 
9This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still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10that you 
may approve [see and stand for]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11being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which are by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Phil. 1:9-11)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한글 KJV: 판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해하고 지지하며, KJV 흠정역: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 
…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 1:9-11) 

B. Paul connected “abounding love” with walking in a lifestyle of righteousness. A righteous lifestyle flows 
from “love-based obedience” (Jn. 15:14). It is the result of encountering the “God who is abounding love” 
and seeing the beauty, liberty, and excellence of Jesus’ leadership and commands. All of God’s commands 
are motivated by love. They produce love in us as we embrace them.  

바울은 “풍성한 사랑”을 의로운 삶과 연결했다. 의로운 삶은 “사랑에 기반한 순종”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요 15:14). 이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리더십과 명령들의 아름다움과 자유, 
탁월함을 알게 됨으로 인해 생기게 된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을 동기로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생겨나게 한다. 
21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 (Jn. 14:21)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 (요 14:21) 

2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the Messiah] 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 (Isa. 4:2) 

2 그 날에 여호와의 싹[메시아]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사 4:2) 

C. Jesus loves us with all His heart. Thus out of gratitude we seek to love Him with all of our heart. Our 
decisions to obey Him express our love for Him. Though costly, it does not earn us H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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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구한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들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준다. 이것이 
값비싼 희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D. Excellent: The beauty and bright righteousness that Jesus possesses is what He imparts to His people (Isa. 
61:3; 62:1). We proclaim the compelling beauty of righteousness with its liberty.  

지극히 선한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의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사 61:3; 
62:1). 우리는 의로움(의)의 거절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3…to give them beauty for ashes…they may be called trees of righteousness… (Isa. 61:3) 

3 …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한글 KJV: 재 대신 아름다움으로 ) ...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3) 

1For Zion’s sake I will not hold My peace…until her righteousness goes forth as brightness… (Isa. 62:1)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한글 KJV: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 …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사 62:1) 

E. One of primary lies being promoted today is that God’s commands are burdensome, harsh, out of reach, 
confining, and cause us to lose out on real life as they hold us in religious bondage and contradict true love. 
Also, that is not important to walk in righteousness because of “grace” and that hunger for righteousness is 
harmful by making us proud or religious and is a sign of legalism.  

오늘날 성행하는 주된 거짓말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거우며, 가혹하며,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를 제한하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손해를 보게 하며, 이것들이 우리를 종교적으로 묶으며 진실한 
사랑에 모순된다는 주장들이다.  
또한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종교적으로 만드는 해로운 것이고, 율법주의의 
증거라는 주장들이다. 
3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1 Jn. 5:3-4)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요일 5:3-4) 

6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Mt. 5:6)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F. David prophesied that the nations would rise up against Jesus’ leadership, seeing His commands as if they 
were “bonds” that enslave them and “cords” that bind them to God’s “outdated” morality. 

다윗은 열방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예언했으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그들을 
노예처럼 얽매는 “줄”과 같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 시대적” 도덕 관념에 결박하는 것처럼 볼 것을 
예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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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saying, 3“Let us break Their bonds in pieces and cast away Their cords from us.” (Ps. 2:1-3) 

… 2 세상의 군왕들 [한글 KJV: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 [한글 KJV: 치리자들 ]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 2:1-3) 

G. Your love may abound: In praying that we would abound in love, we are asking the Spirit to inspire us in 
three ways: for greater understanding of God’s love for us; for the Spirit to tenderize our hearts so that we 
abound in love for Jesus; and to cause love to overflow in us for others.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다. 

1.  “Abounding love” describes God’s personality, what the cross accomplished, and what godly living 
really is. Righteousness is about love. Sin is an enemy of our destiny, liberty, and joy.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며, 십자가가 성취한 것들을 보여주며, 경건한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의로움, 의는 사랑에 대한 것이다. 죄는 우리의 부르심과 자유, 
기쁨의 적이다. 

2. One reason that God hates sin is because He loves you and your liberty, and He loves LOVE.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이 당신과 당신의 자유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H. In knowledge: Love grows in us as we receive more knowledge of gospel truths, with a focus on the 
knowledge of God’s personality and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is 
necessary for us to grow in abounding in love and walking in righteousness.  

지식: 우리가 복음의 진리, 특히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일하심을 더욱 많이 
받아들일 때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우리의 사랑이 충성해지며 의 가운데 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I. We are set free by knowing gospel truths (Jn. 8:32)—a right view of God’s heart and righteousness is vital. 
Many have emphasized that “right believing results in right living.” Walking godly begins with believing 
the right things about God’s personality, the cross, and the excellence of obedience.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됨으로 자유케 된다 (요 8:32) – 하나님의 마음과 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너무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강조해왔다, “올바르게 믿는 것은 올바르게 살도록 해준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 순종의 탁월함에 대해 올바른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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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That you may approve (recogniz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Spiritual discernment gives us the ability to 
see what God calls excellent. He esteems righteousness as excellent. What God calls excellent is at the center 
of the debate in the Church. Studies tell us that many “millennials” (those under 30) define love, truth, and 
justice by what they feel is right, without reference to God’s Word.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인식하며):  영적인 분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그분은 의로운 것, 의를 지극히 선한 것으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밀레니얼 세대 
(역주: 1978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중 나이가 30 세가 되지 않은 이들은 사랑과 진리, 정의를 그들이 
옳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K. Being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This includes the gift of righteousness that is to lead us to a 
lifestyle of righteousness. Simply put, filled with righteousness speaks of “the rightness of God’s Word” 
applied practically in our life—our money, words, sexuality, time, etc.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는 의의 선물, 은사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의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우리 삶에, 즉 우리의 재정, 말, 성(sexuality), 시간 등의 부분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L. Glory of God: Glimpses of Jesus’ excellence and beauty can be seen as God’s people walk out “love-based” 
righteousness. Paul viewed obedience to Jesus as leading us into God’s glorious master plan that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thus giving proof of what is excellent (Rom. 12:2).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에 기반한” 의를 행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를 선하고 기쁘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마스터 플랜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을 입증하게 된다고 했다 (롬 12:2). 
2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pleasing] and perfect will of God. (Rom. 12:1-2)  

…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KJV 흠정역: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 (롬 12:1-2) 

M. Whoever does and teaches God’s commands will be called great in the age to come (Mt. 5:19). The life 
choices of the wise will be called great by the Lord Himself.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다가오는 시대에 크다고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마 
5:19). 주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선택들을 크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19Whoever…break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men so, shall be called 
least…but whoever does and teaches them, he sha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Mt. 5:19)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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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he Lord’s plan will greatly succeed as multitudes love Him, proclaim His wisdom, and walk in purity in the 
midst of the intense pressures in end times (Dan. 11:33; 12:3, 10; Rev 7:9, 14). Many will say yes to love, 
break free of their bondages, and experience God’s power in their struggles. They will see that it is doable to 
live in obedience in the face of temptation and persecution.  

수 많은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지혜를 선포하며, 마지막 때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계획이 크게 성취될 것이다 (단 11:3; 12:3, 10; 계 7:9, 14). 많은 이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3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10Many shall be purified, made white, and refined…the wise shall understand. (Dan. 12:3, 10)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3, 10) 

9“…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14These…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Rev. 7:9-14) 

9 …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14 …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 (계 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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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P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Uit is he who loves MeU. (Jn. 14:21)
	P21P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U나를 사랑하는 자니 U… (요 14:21)
	P2P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the Messiah] U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U... (Isa. 4:2)
	P2P 그 날에 여호와의 싹[메시아]이 U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U … (사 4:2)

	P3P…Uto give them beautyU for ashes…they may be called trees of UrighteousnessU… (Isa. 61:3)
	P3P … 그 재를 대신하며 U희락의 기름으로U (한글KJV: 재 대신 U아름다움으로U) ...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3)
	P1PFor Zion’s sake I will not hold My peace…until her Urighteousness goes forth as brightnessU… (Isa. 62:1)
	P1P 나는 시온의 U의가 빛 같이U [한글KJV: 시온의 U의가 광명같이 나가고U], …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사 62:1)
	P3PFor Uthis is the love of GodU,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UburdensomeU. (1 Jn. 5:3-4)
	P3P U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U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U무거운 것이 아니로다U … (요일 5:3-4)
	P6PU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U, for they shall be filled. (Mt. 5:6)
	P6P U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U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P2PThe UkingsU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UrulersU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saying, P3P“Let us break UTheir bondsU in pieces and cast away UTheir cordsU from us.” (Ps. 2:1-3)
	… P2P 세상의 U군왕들U[한글KJV: 왕들]이 나서며 U관원들U[한글 KJV: U치리자들U]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P3P 우리가 U그들의 맨 것U을 끊고 U그의 결박U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 2:1-3)
	1.  “Abounding love” describes God’s personality, what the cross accomplished, and what godly living really is. Righteousness is about love. Sin is an enemy of our destiny, liberty, and joy.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며, 십자가가 성취한 것들을 보여주며, 경건한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의로움, 의는 사랑에 대한 것이다. 죄는 우리의 부르심과 자유, 기쁨의 적이다.
	2. One reason that God hates sin is because He loves you and your liberty, and He loves LOVE.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이 당신과 당신의 자유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P2P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UproveU what is that UgoodU and UacceptableU [pleasing] and UperfectU will of God. (Rom. 12:1-2)
	… P2P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U선하시고U U기뻐하시고U U온전하신 뜻U이 무엇인지 U분별하도록 하라U [KJV흠정역: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U입증하며U] (롬 12:1-2)
	P19PWhoever…break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men so, shall be called least…but Uwhoever does and teaches themU, he shall be Ucalled great Uin the kingdom. (Mt. 5:19)
	P19P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U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U 천국에서 U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U (마 5:19)
	P3P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those who turn UmanyU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P10PUManyU shall be UpurifiedU, made UwhiteU, and UrefinedU…the wise shall understand. (Dan. 12:3, 10)
	P3P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U많은 사람U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P10P U많은 사람이U U연단을 받아U 스스로 U정결하게 하며U U희게 할 것이나U …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3, 10)
	P9P“…Ua great multitudeU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P14PThese…come out of the Ugreat tribulationU.” (Rev. 7:9-14)
	P9P …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U큰 무리U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P14P … 이는 U큰 환난U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 (계 7: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