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23 • WHEN GOD MADE HIMSELF NOTHING 

 12월 23일 • 그리스도의 겸손 

큰 소리로 빌립보서 2장 1절~11절을 읽으십시오.   

2:1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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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otional Thoughts 
 묵상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세주요 약속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들의 걸음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간의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압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 이 

모든 선물을 온전히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툼과 허영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온전한 신성을 특권으로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쉽고 부유한 삶을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로마인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께서는 겸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특권을 버리셨으며,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참예하기 위해 그 분의 겸손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겸손함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