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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ry and Benefits of Wholeheartedness (2 Thes. 1:11-12) 
전심으로 사는 것의 영광과 유익 (살후 1:11-12) 

I. WHOLEHEARTEDNESS: WALKING WORTHY OF JESUS 

전심으로 살아감: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감 

A. Paul prayed for believers to be inspired by the Spirit to respond to Jesus in a way worthy of Him—in 
wholeheartedness—and connected this with the ability to fulfill all of God’s will for our lives.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곧 예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기를 
(역주: 온 힘을 다 하는 것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는 것) 기도했다. 바울은 이렇게 전심을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 능력과 연결시켰다. 
11We pray always for you that our God would count you worthy of this calling, and fulfill all the good 
pleasure of His goodness and the work of faith with power, 12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2 Thes. 1:11-12)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KJV 흠정역: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살후 1:11-12) 

B. Grace: The Scriptures connect grace-empowered wholeheartedness to being equipped to walk in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in our lives corporately and individually. 

은혜: 성경은 은혜로 인해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C. Fulfill all: The fullness of blessing is in context to responding to God with wholehearted love. 

모든 …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충만한 축복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 가운데 부어진다. 

D. With all our heart: The Lord promised to release a greater measure of the Spirit’s activity in our lives (Joel 
2:28) in context to turning to the Lord with all of our heart (Joel 2:12).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욜 2:12),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일하심을 더 크게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욜 2:28). 
12“…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with fasting, with weeping, and with mourning.” 13So rend your 
heart…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and of great kindness; and He relents from 
doing harm…17Let the priests…say, “Spare Your people, O LORD, and do not give Your heritage to 
reproach…” 28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Joel 2:12-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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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 17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욜 2:12-17, 28) 

E. We were created by a God who loves us with all of His heart and strength to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 
and strength, as we were created in His image. We were created to love Jesus in the same intensity that 
Father does (Jn. 17:26). Because of who He is, this is the only worthy response.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그분의 전심과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전심과 온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다 (요 17:26). 
하나님 그분이 그러하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반응이다. 

F. If we don’t have something to die for, then we don’t have anything to live for. The resolve to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 is exhilarating and powerful—we must give ourselves to God in a wholehearted way to be 
emotionally strong. Many seek in vain to enjoy peace and contentment in Christ without seeking to be fully 
committed to His leadership.  The lack of wholeheartedness results in living spiritually bored which, in turn, 
makes people far more vulnerable to temptation. 

목숨을 걸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목표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결심은 아주 신나고 강력한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감정적으로 
강건하게 서 나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을 구하지만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완전히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루해지게 되고, 결국 유혹에 대해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된다. 

G. Growing in grace: Our full acceptance in God’s family and kingdom is freely given to all on the basis of 
Jesus’ finished work on the cross. We can do nothing to deserve it, but receive it by faith.  Indeed, the 
measure of our partnership with Him in the work of the kingdom is determined by our responsiveness to His 
leadership. Our experience of God’s grace is meant to grow and multiply (2 Pet. 1:2; 3:18); He offers more 
grace to any seeking to cleanse themselves (Jas 4:6). 

은혜 가운데 자라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에 근거해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해 
나가는 양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더욱 더 키워나가고 배가해나가야 한다 (벧후 1:2; 3:18). 주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약 4:6). 
17…beware lest you fall from your own steadfastness…18but grow in grace… (2 Pet. 3:17-18) 
17 ...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 (벧후 3:17-18)  
2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in the knowledge of God…(2 Pe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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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벧후 1:2) 
6But He gives more grace…8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Cleanse your hands…and 
purify your hearts…10Humble yourselves…and He will lift you up. (Jas. 4:6-10)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 8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 4:6-
10) 

II. RESPONDING IN A WAY THAT IS WORTHY OF THE LORD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드림 

A. Paul was praying for God to strengthen them so that they could respond in a way that He esteemed as worthy 
of Jesus, thus enabling them to walk in mature partnership with Him.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로 인해 그들이 주님과 성숙하게 동역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11We pray always for you that our God would count you worthy of this calling, and fulfill all the good 
pleasure of His goodness and the work of faith with power, 12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2 Thes. 1:11-12)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살후 1:11-12) 

B. Being worthy has two applications in Scripture. First, by the blood of Jesus we are made worthy to be 
accepted into God’s family by receiving the free gift of salvation. Second, our wholehearted commitment is 
esteemed worthy of Jesus’ leadership unto walking in full partnership with Him. 

성경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합당하며, 그분과 충만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C. Worthy of this calling: In this context, God counting believers worthy speaks of God esteeming their life 
choices as being in agreement with His leadership and, thus, worthy of Jesus. By asking God to count them 
worthy, Paul was in essence asking for an increase of the Spirit’s activity in their lives to inspire them and 
also lead them to the optimum circumstances of blessings and pressures resulting in wholehearted 
responsiveness—a response worthy of full partnership with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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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합당한자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에서 내린 결정들을 그분의 리더십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시며, 따라서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라 
여기심을 의미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자들이라고 여기시기를 구한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가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충만한 동역을 하기에 합당한 삶, 
즉 그들이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최적의 축복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를 
구한 것이다. 
12…that you would walk worthy of God who calls you into His own kingdom and glory.  
(1 Thes. 2:12) 
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전 1:12) 

D. The measure of our partnership with Jesus is determined by the measure of our responsiveness to His 
leadership. We cannot do anything that earns us the right to be in God’s family, but we are called to respond 
in a way that is worthy of Jesus and of partnering with Him (Mt. 3:7-8; 10:37-38; Lk. 21:36; Acts 5:41; Eph. 
4:1; Phil. 1:27; Col. 1:10-11; 1 Thes. 2:12; 2 Thes. 1:5, 11; Rev. 3:4).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역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그분의 리더십에 얼마나 반응하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하며, 그분과 동역하기 위해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마 3:7-8; 
10:37-38; 눅 21:36; 행 5:41; 엡 4:1; 빌 1:27; 골 1:10-11; 살전 2:12; 살후 1:5, 11; 계 3:4). 

E. Fulfill all the good pleasure: Our vision is to walk in the fullness of all that God has ordained and not be 
content with any less. It is God’s pleasure to give His people the kingdom; thus we can contend with 
confidence for the full release of His purposes—corporately and individually. We desire that the benefits that 
Jesus accomplished on the cross be fully expressed in our lives. 

모든 선을 기뻐함을 이룸 (선한 기쁨을 성취함):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로 인한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갈망해야 한다. 
32“Do not fear…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Lk. 12:32)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눅 12:32) 
22“…I have found David…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Acts 13:22) 
22  ...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행 13:22) 

F. Work of faith: God’s work is released in fullness as His people respond in “partnership of faith.”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역해나갈 때” 충만하게 부어진다. 

G. Name of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We pray that God would put Jesus’ glory on display through His 
people so that Jesus may receive His inheritance and the glory due Hi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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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유업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H. That you are glorified in Him: Believers are glorified in Christ in two ways. First, in this age, the Spirit of 
glory enables people to walk in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Second, in the age to come, they will have 
resurrected bodies and will live in His presence in the New Jerusalem.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지금 이 시대에 영광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충만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둘째로, 다가올 시대에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14If you are reproached for the name of Christ…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upon you.   (1 Pet. 
4:14)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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