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치유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How to Steward Your Healing)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신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롬 12:2)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것 ~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서 사람이 이탈했을때, 사단의 지배 아래 세상은
거짓, 결핍, 한계의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 하셨을 때, 이 지구는 소망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롬 8:19-22). (“메시지” 제 8장 19-30절을 읽으세요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온전케되고
회복 되는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모든 측면을 재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 걸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천국과 같이
생각하게 하는지 세 부분을 다루어 본다.

1. 나는 어떤 시야로 봅니까? (하나님, 주님의 계획, 목적, 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성향과 신념
하나님과 그의 계획:
•

하나님은 선하시다.

•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셨다; 우리는 지금 열린 천국에서 산다; 우리는 열린 천국이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 치유와 해방의 대가를
치르셨다.

•

주님의 은혜를 경험 할 수 있기에 새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다.

•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의 경험이 더욱 증가 된다.

•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성도의 권위가 확립된다.

나는 누구이다:
•

주님이 내 안에서 완료 하신일 = 공의(내가 소유할수 있는 모든 공의는 예수님 뿐이다.)

•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 치유, 회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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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며 옛 것은 지나갔다.

•

나는 왕 같은 아들 / 딸이며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

나는 사랑받고, 축복되며 귀한 특혜자 이다.

•

나는 감사함이 풍부하다.

내가 하나님, 나, 그리고 남을 대면할 때: 믿음, 소망, 사랑, 감사함, 용서함, 관대함, 존중, 그리고 진실을
선포 하는 것이다.

2.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성령의 성전으로 보는가?
성령님: 죽은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의 치유:
•

질병과 고통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며 나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비 진리들을 받아드릴 수 없다.

•

주님의 공로로 인해 나는 치유 받았다.

•

익숙한 질병의 영들은 거짓말하며 또한, 나는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증상이 두려움을 조성하지
못하게 거부한다.

•

나는 하늘 나라의 권위를 이 왕의 성전에서 받았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집중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과
진행 중 이신 일들을 집중할 것이다.

•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감사함을 선택할 것이다.

병원: 당신은 당신의 성전 상태에 최우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병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병원을 이용하시면 전문이에게 치유됨을 의학적으로 확인하세요. 만일 약을 복용하시면 먼저
전문이와 꼭 상의 하신후 약을 중단 하세요. 약은 우리 몸에 강한 작용을하여 지혜롭게 복용하며 중단할 시
지혜롭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 치유 사역방에서는 절대로 복용약을 중단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고
싶을 때 반듯이 당신의 약을 처방한 전문이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건강 상태와 해당되는 음식을 골라 드십시오. 자극제와
화학품, 부가적인 첨가물을 최소화 하십시오. 몸무게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비만/폭식, 중량 이하/소식과
폭식, 음식의 품질과 다양성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성전을 정결하고 건강하게 관리 하시겠습니까?
나의 육체 활동 습관: 운동. 걷기. 몸풀기.숨쉬기. 물에 몸 담그기. 숙면 취하기. 긍정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3.

나는 내 옆에 세상을 어떤 시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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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간, 나의 직업, 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는 매일 채워진다. 환경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열린 천국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부흥이다.
내가 다닐 때 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다닌다. 나의 빛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한다. 소망은 낙심을 이긴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나의 도시: 나는 “귀한 믿음” 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 우리의 변화가 도시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사랑과
존중함을 실천함으로써 영향을 끼친다.
나의 나라와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변화는 온 세상을 향하신다; 내가 이것을 이루는건 한 과정의
부분이다.

은혜

는 기본적이지만, 오해가 많다.

스트롱의 그리스어 사전에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다:
“마음의 신적인 영향력과 이것이 반사되는 나의 삶”
이것이 해택과 특혜, 선물, 관대함, 즐거움, 기쁨, 권한 이양, 감사를 포함한다. 은혜란 단어가 기쁨,
행복이란 어원에서 유래됬다.
“포도나무 그리스어” 사전에 보면 은혜를 주는 행위가 은혜를 주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성품과
마음을 다루어 보여준다.
은혜 주는 사람에 가 한것: 이 사람은 은혜, 선함과 사랑이 충만하다. 이는 자유함, 너그러움, 관대함, 보편성과
자발적인 성품의 베푸는 행위를 집중한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된
즐거움과 기쁨이다. 그래서, 빚, 노력, 행위와 율법은 은혜와 극과 극이다. 큰 힘, 자원과 능력을 다루는 자가
적은 힘, 자원, 능력을 다루는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즐거움, 기쁨, 증가된 자유함과 더 큰 성공을 경험케
해준다.

은혜 받는 사람에 가 한것: 특혜를 받는 느낌과 감사함이 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증가된 특혜, 능력,
자원과 가능성을 경험한다. 또한, 은혜란 선물을 더욱 더 기뻐함이 있고 자유함과 관대함과 웅장함을
경험케 한다.
은혜를 더 인식하면 고마움과 감사함이 증가된다.
주어진 은혜에 유익을 더 경험할 수록 우리의 기쁨이 증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복인가!
은혜 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기쁨의 성공으로 지명되고 위치되어 있다.
•

은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는 분) 목적, 성품과 선하심이다

3

(엡 1)

(엡 2:4-10)

•

은혜가 포함되 있지만 공 없이 얻은 것보다 능가한 것이다.

•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힘보다 더 능가한 것이다

•

은혜의 모든 것은 풍성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

은혜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 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

은혜의 모든 것은 거절이 아닌 끊이지 않는 것이다.

•

은혜의 모든 것은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이다.

•

은혜의 모든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과 같이 상속자로 인정해 주는

(엡 3:7,8)
(요 1:14)
(마 8:16,17; 빌 3:12)
(히 12:15)
(히 8:6-13; 9:14,15)
(롬 8:15-17)

것이다
•

은혜의 모든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초대함으로 아들 예수님께서
(요 17:20-26; 롬 8:28-32)

마땅히 받아야할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

정체성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롬 8:16-17).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이다. 주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다. 새 피조물은 없어지지 않는 씨, “살아서 세세토록 있도다” (벧전 1:2224). 이 씨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 진리를 토대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 이라” (롬 8:2).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점차 죽어갈 필요가 없으며 몸이 아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은혜에 접근이 가능하니 생명력과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죽음의 영향력이 인간을 괴롭혔다. 선악과 나무를 통해 저주가 도입됬다.
예수님께서 승리되신 다음날 겟사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저주, 죽음과 이것의 찌름에서
구원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메달려 저주를 끊으셨다(갈 3:13). 이 승리는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포함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고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이 포함되
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 치유와 건져내심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미 그 댓가를 지불하셨다.
우리 믿음을 통해 치유되며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공에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댓가를 지불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 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고후 5:18).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완성 됨과 충분함과
완벽함을 자신있게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댓가는 능히 충분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받는자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 진리들이
원인이되서 우리는 자만심과 자격에 빠져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겸손이 넘쳐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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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지불하셨다고 담대히 믿어야 된다하나님의 임재에서 죽음으로 단절되는것. 죄가 죽음을 낳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을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지불해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초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정체성을 가진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5,6).

감사함

은 증가하는 열쇠이며 마음의 반응이다.

스트롱의 그리스어 사전에 의하면 감사함의 정의는:
“고마움과 현저한 특혜- 하나님께 경배의 행위로서 표현하는것”
이것은 복합적인 단어이고 은혜와 같이 쓰이는 어원를 기초로 두고 있다. 정의는: 호의로 인정하다 – “구제,
구출, 용서를 자유하게, 감사하며 친절하게 하다.” 그리스어로 는 “유카리스토스 (eucharistos)” 전례
교회에서는 이걸 성찬식 으로 쓰여진다.
감사함의 표현 안에서 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유익과 호의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축복 주실 계획의 마음으로 더 가깝게 다가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램들과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것 들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됨이 중요하다. 주님 안의 축복에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는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한다. 예를 들어): 치유의 이득, 인식을 갖게 되며 그것은 내가 통증과 질병에
대한 것이 좋아질때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댓가를 치르셨다. 치유의 경험이 시작되었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분께 감사한다. 만약 내가 통증과 질병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치료하지 않으신 것을 더 확대되게 만든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감사할 때 치유의 증가함을 느끼며 더욱 더 감사함을 찾게 된다. 감사할 때
은혜와 치유가 더 증가된다. 은혜의 경험에서 감사가 접목되었을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하고 하나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6-7).

•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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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청결함)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완전케되었다)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청결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이 단어 뜻은 SOZO: 구출, 회복, 모든 것, 완전한 구원, 치유, 축사)
(누가복음 17:12-19)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21)
하나님의 자녀에게 건강은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처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3:2).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 때 감사함이 넘친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질병과 통증에 익숙함과 가족,
환경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 질병과 통증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며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단(도둑)은 단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사단은
두려움과 거짓, 질병의 거짓을 통해 운행한다. 다시 재발할 때 하나님의 치유된 진리로 대적하여 두려움을
오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긍정적인 진리들을 우리의 건강, 재정, 가정에게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확증한다.
우리의 생각과 말들 관계 속 에서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이어트와 운동, 쉼이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되지만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맞는지 찾아야 한다. 건강과 관련된 몸무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만약에 내가 비만이면 심장, 호흡, 무릎, 발목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이다. 나의 삶에 선택을 들여다 보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고통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많은 문제 중에 알레르기와 당뇨는 음식과 식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증상들이 치유가
되어도 내 몸에 맞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당분과 화학식품 가공식품 기름기
많은 튀김 음식 등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 되었다. 우리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활동성 있게 생활하고 쉬고
잠을 자는 몸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건강한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 걱정, 스트레스, 거짓,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건강을 빼앗아 한다. 우리는 육과 정신과 감정과 영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새롭게 하며 배우며 새로운 선택들을 해야 한다.
삶의 영역들의 영역 (유혹, 육신, 정신 감정 영적) 우리가 새롭게 건강한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첨부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찾을 것이다. 이제는 건강함과 소망으로 가득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써의 정체성과 넘쳐흐르는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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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To Help You in Your Journey (믿음의 여정을 도와줄 자원들)
(Note: Most of these resources can be found in the Bethel Bookstore or at: shop.ibethel.org)
(벧엘 책방에 거의다 팝니다 아님, 인터넷: shop.ibethel.org 에서 구입 가능)
Healing:치유
Healing: Our Neglected Birthright by Bill Johnson: CD / MP3
Healing: The Children’s Bread by Bill Johnson: CD / MP3
The Healing Collection by Bill Johnson: MP3
Accidental Miracles by Chris Gore: CD / MP3
Today is a Great Day for a Miracle by Chris Gore: CD / MP3
Stepping into the Testimony by Chuck Parry: CD / MP3
Authority to Stay Free From Sickness by Chris Gore, Joaquin Evans: CD/ MP3/ DVD
Bethel Ministry Team Training by Chris Gore, Chuck Parry: MP3 / Manual / PDF
Bethel Healing School: CD / MP3
Healing Streams by Leif Hetland: Soaking CD / MP3
Age to Come Vol. 4: Be Healed by Faith Blatchford: Soaking CD / MP3
Reversing the Clock by Joshua Mills: Soaking CD
Still Believe by Jesus Culture, Kim Walker-Smith: Music CD / MP3
The Essential Guide to Healing by Bill Johnson, Randy Clark: Book
Healing Unplugged by Bill Johnson, Randy Clark: Book
Receive Your Healing and Reclaim Your Health by Cal Pierce: Book
Health Food Devotions by Kenneth E. Hagin: Book
Walking in Supernatural Healing Power by Chris Gore: Book and Workbook
The Transformed Mind:변화된 생각
The Supernatural Power of a Transformed Mind by Bill Johnson: Book & Bible study curriculum
Victorious Mindsets by Steve Backlund: Book / PDF
Igniting Faith in 40 Days by Steve Backlund: Book / audio book /PDF
Let’s Just Laugh at That! by Steve Backlund: Book/PDF
Declarations: Unlocking Your Future by Steve Backlund: Book/PDF
Renewing Our Minds to Transform the World by Chuck Parry: CD / MP3
Our Identity: 정체성
The Supernatural Ways of Royalty by Kris Vallotton: Book and Workbook
The Ways of Royalty by Kris Vallotton: Children’s book
From Paupers to Princes by Kris Vallotton: CD / MP3 / DVD
Attributes of Royalty by Kris Vallotton: CD /
Identity Series by Kris Vallotton: MP3
Victory Over the Darkness by Neil T. Anderson: Book / study guide / DVD
Grace: 은혜
Grace that Empowers by Chris Gore: CD / MP3
Living Unbalanced by Chris Gore: CD / MP3
Unpunishable: The Fruit of the Cross by Danny Silk: CD / MP3 / DVD
Destined to Reign by Joseph Prince: Book
Health:건강
Bethel Wellness Seminars by Beni Johnson: CD / MP3 / DVD
An Apple A Day by Bethel Church Leadership Team: Book
Living in Divine Health by Don Colbert, M.D: Book
The Seven Pillars of Health by Don Colbert, M.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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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알아보자
나는 대적의 능력을 능가하는 권위가 있고 어떠한

o
o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있고

o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않는 씨앗으로 거듭났기
o 나는 그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자이다. (벧후 1:4)
때문이다. (벧전 1:23)
o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딤후 1:9)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
o 나는 그의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이다. (약 1:18)

방법으로든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눅 10:17,19)

(엡 1:7; 골 1:12; 히 9:14; 1 요 1:9)
o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고후 5:17)

o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고전 6:19)

o

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조되었고

o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이다. (고후 5:20)

o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의 선한일을 위해
예수그리스 안에서 지음 받았다. (엡 2:10)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졌다. (골 1:13)
o

나는 법의 저주로 부터 구속되었다. (벧전 1:18,19)

o

나는 축복받았다. (신 28:1-14; 갈 3:9)

o

나는 성자이다.(롬 1:7; 고전 1:2; 빌 1:1)

o

나는 꼬리가 아닌 머리이다. (신 28:13)

o

나는 아래가 아닌 위이다. (신 28:13)

o

나는 사랑안에서 하나님앞에 측량할 것이 없고 거룩하다.

o

나는 예수의 채찍으로 나음 받았다. (벧전 2:24)

o

나는 그의 형상안에 계속 변화된다. (고후 3:18)

o

나는 그의 하는 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전 1:30)

o

(엡 1:6)
o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다 (골 2:10)

o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벧전 1:16; 엡 1:4)
o

나는 선택되었다. (골 3:12; 롬 8:33)

o

나는 선택받았다. (데전. 1:4; 엡 1:4; 벧전 2:9)

o

나는 끝까지 견고히 선다. (고전 1:8)

o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엡 2:13)

o

나는 승리하였다. (계 21:7)

o

나는 자유케 되었다. (요 8:31-33)

o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엡 6:10)

o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롬 6:2,11 벧전 2:24)

o

나는 정복자 이상이다. (롬 8:37)

o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상속받았다. (롬 8:17)

o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와 함께 하늘의

(갈 2:20)
o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 (엡 2:5)

o

나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롬 8:1)

o

나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 (고후 5:18)

o

나는 그의 유업을 같이 나누도록 자격이
주어졌다. (골 1:12)

o

나는 감사함으로 넘친다.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자라서 내 믿음 안에 견고해졌다. (골 2:17)

o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자들의 동역자이다.
(엡 2:19)

o

나는 동역하는 시민이다. (엡 2:19)

o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악한것은

앉히었다. (골 2:12, 엡 2:6)
o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용납받았다.

나에게 손대지 못한다. (요일 5:18)

나는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엡 1:13)

o

8

나는 그가 하늘에 있듯이 땅에 있다. (요일 4:17)

o

나는 그의 신실한 추종자이다. (계 17:14 후반부,
엡 5:1)

o

나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신 28:2, 엡 1:3)

o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이다. (요 13:34,35)

o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마 5:13,14)

o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영광스러운 자유로
옮겨왔다. (롬 8:21)

o
o

나는 하나님에 의이다. (고전 5:21, 벧전 2:24)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 (빌 2:5,
고전 2:16)

o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골 3:12, 롬 1:7)

o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자다.
(고후 2:14)

o

나는 유업을 받았다. (엡 1:11)

o

나는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갈수 있다. (히 4:16,
엡 2:16)

o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는 절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요 5:24, 요 6:47)

o

나에게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빌 4:7)

o

나에게는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다.
(막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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