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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빌 2:5-11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2:5-11) 

The Mind of Christ Jesus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 “너희 안에”  공동체를 향한 권면 

예수님의 마음  온전한 관계  영적인 교회 

2. “이 마음을 품으라”  

a. have in mind, 생각하라(think) 

b. “마음”  마음의 자세(attitude)  생각하는 기준, 방법, 습관 

3.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vs. 내 마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a. 그는 본질(nature, essence, form)로는 하나님으로 존재(being, existing)하셨느나 

b.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 no beginning or becoming as God 

c. 사람이 신이 된다는 가능성을 성경은 배제하고 있다. 

2. “하나님과 동등됨을”  “the equality with God” 

3. “취할 것으로”  something to be grasped, or hold onto  

4. “여기지 아니하시고”  not consider, regard, or think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1.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a. 십자가 전의 희생  성육신 

b.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 ( O )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 X ) 

c. 창세기 3:3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옛뱀(마귀, 사단)의 거짓말 

d. 거짓 종교와 이단 교주들의 주장   

2. “오히려 자기를 비워”  to empty of, or make void of Himself  

3.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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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 2:5-8 한 문장 

2. 7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3.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강요가 아닌 선택 

4. 누가복음 14:11”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5. 복종(순종)은 겸손을 뒤따른다. 

6. 하나님  사람의 모양(겸손)  종의 복종  십자가의 죽음 

7. 고린도후서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 사도행전 5:30-32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2. “이러므로”  그 결과로  

3.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 

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a. 이름(name) = 신원(identification) = 정체성(identity) = 평판(reputation) 

b.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c. 요한복음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d.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e. 요한복음 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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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존재를 말함 (천사와 천국에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자) 

2.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주적인 구원이 아닌 주권 앞의 겸허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a.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b.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c.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Jesus is Lord!  

d. “모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다(admit), 자백하다(confess), 인정하다(acknowledge) 

 입으로: 신앙고백, 기도, 찬양, 전도(간증) 

2.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b.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그 아들께 영광을 돌린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