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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itude of Christ
Kelly Pak: Sunday, 3rd October 2021

Today’s Bible Quote: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Philippians 2:5 NLT 

Jesus is ____________________ 
I have been gi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Matthew 28:18 NLT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John 1:2-3 NLT 

Jesus _______________ himself 
6 Though he was God,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7 
Instead, he gave up his divine privileges; he took the humble position of a slave and was 
born as a human being. When he appeared in human form, 8 he humbled himself in 
obedience to God and died a criminal’s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6-8 NLT 

12 ”Do you understand what I was doing? 13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because that’s what I am. 14 And since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ought to wash each other’s feet. 15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o 
follow. Do as I have done to you. John 13:12-15 NLT 

3 “Don’t be selfish; don’t try to impress others. Be humble, thinking of others as better 
than yourselves. 4 Don’t look out only for your own interests, but take an interest in 
others, too.” 5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Philippians 
2:3-5 NLT 

Jesus is 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 
They kept demanding an answer, so he stood up again and said, “All right, but let the 
one who has never sinned throw the first stone!” John 8:7 NLT 

10 Then Jesus stood up again and said to the woman, “Where are your accusers? Didn’t 
even one of them condemn you? 11 “No, Lord,” she said. And Jesus said, “Neither do I. 
Go and sin no more.” John 8:10-11 NLT 

14 But Jesus said, “Let the children come to me. Don’t stop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ose who are like these children.” 15 And he placed his hands on 
their heads and blessed them before he left. Matthew 19:14-15 NLT

오늘의 성경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5 우리말성경 

예수님께서는 __________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28:18 우리말성경 

2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
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2-3 바른성경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____________________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
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8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
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6-8 우리말성경 

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
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14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
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요한복음 13:12-15 바른성경 

33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4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
오. 5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
립보서 2:3-5 우리말성경 

예수님께서는 _______________고 _______________십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요한복음 8:7 우리말성경 

10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8:10-11 우리말성 

1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
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9:14-15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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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kel Activity: 
1. Create a picture of something that is powerful and gentle. Please include today’s 

Bible quote in your picture. 

2. Send it to nextgen@thenations.asia 

Communion: 
26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blessed it. Then he broke it in pieces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saying, “Take this and eat it, for this is my body.” 27 And he 
took a cup of wine and gave thanks to God for it. He gave it to them and said, “Each of 
you drink from it, 28 for this is my blood, which confirms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It is poured out as a sacrifice to forgive the sins of many. Matthew 
26:26-28 NLT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message today? 

2. In what areas of your life do you need the confident yet gentle attitude of Jesus? 

3. Pray for each other to keep growing i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our Lord. 
(May God give you more and more grace and peace as you grow in your knowledge 
of God and Jesus our Lord. 2 Peter 1:2).

The Attitude of Christ
Kelly Pak: Sunday, 3rd October 2021

쉐켈 활동: 
1. 강력하고 부드러운 무언가의 그림을 창작해 보세요. 당신의 사진에 오늘의 성경 구절을 포함
하세요. 

2. 그것을 nextgen@thenations.asia으로 보내 주세요. 

성만찬: 
26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
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
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위
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26-28 우리말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오늘 메시지에서 마음에 와 닿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당당하면서도 온화한 예수님의 태도가 필요한가요? 

3. 우리 주님의 지식과 태도로 계속 성장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2 바른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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