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OLOGY GUIDE  
  

  죄의식 수치심 공포 

사회 개인주의적 집산주의적인 물활론적인 

실존주의 질문 어떻게 나의 죄들이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존경 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늘력을 사용해 삶에 지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학 아우구스틴파, 개혁된 미발달한 펜테코스트파,카리스마 있는 

주된 은유 법정(법적인) 공동체(상관관계의) 전투(군사적인) 

주요 지역 서구(유럽, 북아메리카) 동방의(중동,아시아) 남쪽(아프리카,부족의) 

기독교 지위 역사적으로 기독교 최소의 기독교 최근의 기독교 

하나님 

하나님 입법자 &심판자 

(결백한, 완벽한, 공정한) 

아버지&후견인 

(영예로운,우수한,충실한) 

통치자&인도인 

(군주,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는 혼자 완벽히 절대적인 

도덕기준을 지킨다. 

그는 혼자 무한히 영예로우며,모든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는 혼자 모든 것들과 존재를 만들고 

더 높이 서있다.   

하나님의 주권 죄인들을 용서한다 죽는 것들을 영예롭게 하고, 교만한자를 

겸손하게 한다 

영적인 반대자를 패배시킨다  

하나님 의로우심 인과 응보 약속된 충실함 우주적 힘 

죄 

죄 위반&범법 불충&반란 강탈&우상숭배 

사악함 인성 전악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한 취약성 

위반 신의 법과 정의 신의 얼굴과 영광 신의 힘과 권위 

죄인 저주받은 거부된 저주받은 

죄의 결과 심판과 처벌 불명예와 굴욕 지배와 구속 

죄의 감정 후회 가치없음 걱정 

타락(창세기 3 장) 전가된 비난 감춰진 발가벗음 무서워 숨음 

잘못된 희망 도덕,일,가치 정체성,연관성,이름 의식들,지식 

구약성서가 드러내는 것 우리의 도덕적 실패 우리의 더럽혀짐/분리 우리의 우상숭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리자&희생제물 중재인&형제 정복자&해방자 

예수의 삶 죄없이 살았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버림받은 사람과 

같이 먹다 

경이로움,기적 

예수의 죽음 우리의 도덕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다 

우리의 치욕을 지우고 신의 얼굴과 

영광을 회복하다 

영혼과 권력을 패배시키다. 

십자가  신의 분노를 달래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꾸다 신의 힘을 확립하다 

예수의 부활 미래 구원의 확신 치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성스러운 영예 사탄과 죽음에 대한 승리 

 



 

구원 

구원 결백&용서  명예&체면 능력 & 자유 

영억 다음 세상 현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은총(극복) 사악 무가치 나약함 

용서 잘못을 용서하다. 관계를 회복,화해하다 굳센 세력을 제거하다 

신의 심복이되어 수용과 한가족이되다 명망과 지위 권력과 권위 

~와 화해 자신 사람들  창조 

제자 복종 충성 항복 

성령 행동에 대한 가르침 삼위일체와의 대화 전투를 위한 능력을 주심 

윤리 타인을 사랑 타인을 존중하기 타인을 축복 

전도 진실을 만남 공동체를 만남 능력을 만남 

에베소서 2:1-10 2:11-22 6:10-17 

 

 

복음 요약 

신의 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명예로 영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수여한다 

인간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죄는 우리와 

하나님/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  

우리의 불복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않는 것이 되고 우리는 

치욕적으로 고아가 되였다. 

우리의 우상숭배는 우리를 신성한 

힘과 분리시키고 우리를 어둠의 

저주에 놓이게 한다.  

예수의 해결책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희생으로서, 예수는 신의 처벌의 

분노를 받았다.  

우리의 중재자로서, 예수는 우리의 

치욕를 감내하고,영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였다.   

예수는 죽음과 악마의 힘을 

정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였다.  

구원적 대응 인간의 도덕기준에서 떠나서 

예수를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위해 빌어라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의 

가족으러 택함을 받아라, 잘못된 

체면이나 지위로부터 멀어져라.    

보호와 힘을 위해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마법과 

종교혼합주의로부터 멀어져라.   

 

  

당신의 문화 성향을 알고 싶다면, TheCultureTest.com 의 무료 5 분 서베이를 응해보세요,  

세가지 복음책: 죄의식, 치욕, 두려움의 문화을 확인하세요—The 3D Gospel   

 

Click here for English/Korean dual-translation  

 

http://www.theculturetest.com/
http://honorshame.com/3dgospel
http://wp.me/a3LV9x-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