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의 힘

2021. 12. 5

(빌 2:5-11)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먼 훗날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 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항상 지나고 나서 그 때가 좋았는데 그 때 잘 할 걸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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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어떻
게 되셨습니까?
빌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
사-최고의 명예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

2. 우리가 매 순간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최고의 권세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
도입니다(새번역).

3. 첫째, ‘자기를 (

) 태도’입니다. 헬라어 케노시스(Kenosis)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
하지 않으시고(새번역)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우리가 땅의 욕심을 비우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근심을 비우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 둘째, 자기를 ‘(
빌

) 태도’입니다.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 even death on a cross!
시 101: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
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최고의 영광

6. 오늘 우리는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 지향적인, 상향 지향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는 높아지리라
약

4: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를 높이시리라.

7. 세상은 성탄절을 Happy Holiday, 행복한 명절이
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Merry Christmas! 우리 주
님 태어나신 날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저 낮고 낮은
마굿간에 오셨는데 12월 성탄절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
의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낮추
고 눈도 낮추고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마구간에
오신 주님 만나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
다.
2021/12/5 요절 말씀㊺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