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LOGY GUIDE
GUILT

GUILT

SHAME

FEAR

죄의식

수치심

공포

Society

Individualistic

Collectivistic

Animistic

사회

개인주의적

집산주의적인

물활론적인

Existential Question

How can my sins be forgiven to

How can I be a part of the

How can I access the power to

실존주의 질문

be assured of heaven?

community to be respected?

control life?

어떻게 나의 죄들이 사함을 받아

어떻게 내가 존경 받는 공동체의

어떻게 내가 늘력을 사용해 삶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지배할 수 있을까?

Christian Theology

Augustinian, Reformed

Undeveloped

Pentecostal, Charismatic

->그리스도교 신학

아우구스틴파, 개혁된

미발달한

펜테코스트파,카리스마 있는

Principle Metaphor

Courtroom (legal)

Community (relational)

Combat (military)

주된 은유

법정(법적인)

공동체(상관관계의)

전투(군사적인)

Primary Location

West (Europe, N. America)

East (Middle East, Asia)

South (Africa, tribal)

주요 지역

서구(유럽, 북아메리카)

동방의(중동,아시아)

남쪽(아프리카,부족의)

Christian Status

Historically Christian

Minimally Christian

Recently Christian

기독교 지위

역사적으로 기독교

최소의 기독교

최근의 기독교

GOD
하나님

God

Lawgiver & Judge

Father & Patron

Ruler & Deliverer

하나님

(sinless, perfect, just)

(glorious, superior, faithful)

(sovereign, transcendent)

입법자 &심판자

아버지&후견인

통치자&인도인

(결백한, 완벽한, 공정한)

(영예로운,우수한,충실한)

(군주,초월적인)

He alone perfectly keeps the

He alone is infinitely glorious,

He alone created and stands

God’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

absolute moral standard

deserving all

above all things and beings

그는 혼자 완벽히 절대적인

그는 혼자 무한히 영예로우며,모든

그는 혼자 모든 것들과 존재를

도덕기준을 지킨다.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들고 더 높이 서있다.

God’s Sovereignty

Forgives transgressors

Honors mortals, humbles proud

Defeats spiritual opposition

하나님의 주권

죄인들을 용서한다

죽는 것들을 영예롭게 하고,

영적인 반대자를 패배시킨다

교만한자를 겸손하게 한다

God’s Righteousness

Punitive justice

Covenantal Faithfulness

Cosmic Power

하나님 의로우심

인과 응보

약속된 충실함

우주적 힘

SIN

죄

Sin

Transgression & Lawbreaking

Disloyalty & Rebellion

Usurpation & Idolatry

죄

위반&범법

불충&반란

강탈&우상숭배

Sinfulness

Total depravity

Complete unacceptability

Utter vulnerability

사악함

인성 전악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한 취약성

Violation

God’s laws and justice

God’s face and glory

God’s power and authority

위반

신의 법과 정의

신의 얼굴과 영광

신의 힘과 권위

Sinners

Condemned

Rejected

Cursed

죄인

저주받은

거부된

저주받은

Consequences of Sin

Judgment and punishment

Disgrace and humiliation

Domination and bondage

죄의 결과

심판과 처벌

불명예와 굴욕

지배와 구속

Emotions of Sin

Regret

Unworthiness

Anxiety

죄의 감정

후회

가치없음

걱정

The Fall (Gen. 3)

Shifted blame

Covered nakedness

Hid in fear

타락(창세기 3 장)

전가된 비난

감춰진 발가벗음

무서워 숨음

False Hope

Morality, works, merit

Identity, connections, name

Rituals, knowledge

잘못된 희망

도덕,일,가치

정체성,연관성,이름

의식들,지식

The OT laws reveals

Our moral failure

Our defilement/separation

Our idolatry

구약성서가 드러내는 것

우리의 도덕적 실패

우리의 더럽혀짐/분리

우리의 우상숭배

JESUS
예수 그리스도

Christ

Substitute & Sacrifice

Mediator & Brother

Conqueror & Liberator

그리스도

대리자&희생제물

중재인&형제

정복자&해방자

Jesus’ Life

Lived sinlessly

Healed sick, ate w/ outcasts

Miracles, signs & wonders

예수의 삶

죄없이 살았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버림받은

경이로움,기적

사람과 같이 먹다

Jesus’ Death

Bears the punishment for our

Removes our shame and restores

Defeats spirits and powers

예수의 죽음

moral transgressions

God’s face/honor

영혼과 권력을 패배시키다.

우리의 도덕적 위반에 대한

우리의 치욕을 지우고 신의 얼굴과

처벌을 받다

영광을 회복하다

Appeases God’s wrath

Changes God’s evaluation

Establishes God’s power

하나님의 평가를 바꾸다

신의 힘을 확립하다

The Cross
십자가

신의 분노를 달래다

Jesus’ Resurrection

Assurance of future salvation

Divine honor for the shamed

Victory over Satan and death

예수의 부활

미래 구원의 확신

치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성스러운

사탄과 죽음에 대한 승리

영예

SALVATION
구원

Salvation

Innocence & Forgiveness

Honor & Face

Power & Freedom

구원

결백&용서

명예&체면

능력 & 자유

Sphere

Next world

This world

Unseen world

영억

다음 세상

현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Grace (overcomes)

Wickedness

Worthlessness

Weakness

은총(극복)

사악

무가치

나약함

Forgiveness

Pardons wrongs

Reconciles relationships

Removes strongholds

용서

잘못을 용서하다.

관계를 회복,화해하다

굳센 세력을 제거하다

At God’s Right Hand

Acceptance and intimacy

Prestige and status

Power and authority

신의 심복이되어

수용과 한가족이되다

명망과 지위

권력과 권위

Reconciliation w/

Self

People

Creation

~와 화해

자신

사람들

창조

Discipleship

Obedience

Loyalty

Submission

제자

복종

충성

항복

Holy Spirit

Guidance for behavior

Communion with Trinity

Empowerment for battle

성령

행동에 대한 가르침

삼위일체와의 대화

전투를 위한 능력을 주심

Ethics

Loving Others

Honoring Others

Blessings Others

윤리

타인을 사랑

타인을 존중하기

타인을 축복

Missiology

Truth encounter

Community Encounter

Power encounter

전도

진실을 만남

공동체를 만남

능력을 만남

Ephesians

2:1-10

2:11-22

6:10-17

에베소서

EVANGELISTIC SUMMARY
복음 요약
The intention of God

God loves us and has a

God created us as children with

God is sovereign and offers

신의 의도

wonderful plan for our life

his honor and glory

spiritual authority to u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명예로 영광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적인 권위를 수여한다

가지고 있다

만들었다.

The human problem

Our personal sin creates a

Our disloyalty dishonors God,

Our idolatry separates us from

인간 문제

barrier between us and

so we are shamefully

divine power and places us

God/God’s plan for our life

orphaned.

under the curse of darkness

우리의 개인적인 죄는 우리와

우리의 불복종은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숭배는 우리를

하나님/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인정하지않는 것이 되고 우리는

신성한 힘과 분리시키고 우리를

장벽을 만든다.

치욕적으로 고아가 되였다.

어둠의 저주에 놓이게 한다.

The solution of Jesus

As a perfect sacrifice for our

As our mediator, Jesus bore

Jesus conquered death and

예수의 해결책

sins, Jesus bore the wrath of

our shame, rose to glory, and

evil powers so we could access

God’s punishment

restored glory to God’s name

God’s power and blessings.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우리의 중재자로서, 예수는

예수는 죽음과 악마의 힘을

희생으로서, 예수는 신의

우리의 치욕를

정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감내하고,영광으로 올라가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였다.

처벌의 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였다.

Salvific Response

Accept Jesus as our personal

Give allegiance to God, receive

Trust in Jesus’ alone for

구원적 대응

Savior and pray for

adoption into His family,

protection and power,

forgiveness, turn from human

turn from false face & status

turn from magic & syncretism

morality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보호와 힘을 위해 오직 예수에

인간의 도덕기준에서 떠나서

그의 가족으러 택함을 받아라,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마법과

예수를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된 체면이나 지위로부터

종교혼합주의로부터 멀어져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멀어져라.

위해 빌어라

To learn your culture type, take TheCultureTest.com (a free, 5-minute survey)
Check out the book THE 3D GOSPEL: Ministry in Guilt, Shame, and Fear Cultures

당신의 문화 성향을 알고 싶다면, TheCultureTest.com 의 무료 5 분 서베이를 응해보세요,
세가지 복음책: 죄의식, 치욕, 두려움의 문화을 확인하세요.

from HonorShame.com ->신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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