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인격 안에서 어떠하심 

 (신약의 결론, 메시지 50-57)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로마서 10:12 

 

1. 성도들의 분깃: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골 1:12). 

2.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딛 2:13) 

3.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롬 3:24) 

4.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고전 5:7) 

5. 구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눅 2:11) 

6. 지혜, 의, 거룩하게 함과 구속: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1:30) 

7. 생명: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 3:4) 

8.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히 2:11) 

9. 생명 주시는 영: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전 15:45 하) 

10. 자유하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영: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변화되어…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3:17-18) 

11. 문과 풀밭: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 10:9) 

12. 목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11 절) 

13.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1) 

14. 거처: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4 절) 

15.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만유를 포함하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엡 3:8) 

16. 영적인 음식: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고전 10:3) 

17. 영적인 물이 흐르는 반석: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4 절) 

18. 빛: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 1:4) 

19. 길: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그 길을 압니다…내가 곧 길이요…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14:4, 6) 

20. 실재: “내가…실재요” (6 절) 

21. 영광의 소망: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1:27) 

22. 화평: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엡 2:14) 

23. 기쁨: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5:11) 

24. 안식: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마 11:28) 



25. 명절, 초승달 축제와 안식일: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골 2:16-17). 

26. 전투 장비: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엡 6:11) 

27.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살 수 있도록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시는 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 2:20) 

28. 믿는 이들 안에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분: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4:19) 

29.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엡 3:17) 

30. 믿는 이들 안에서 확대되시는 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 1:20) 

31. 믿는 이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4:13) 

32. 탁월한 능력의 보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4:6-

7) 

33. 하나님의 깊이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2:10) 

34. 본: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벧전 2:21) 

35.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히 12:2) 

36.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께서…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2:10) 

37. 선구자: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들어가심으로써” (6:20) 

38. 사도: “사도…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3:1) 

39. 대제사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4:14) 

40. 남편: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고후 11:2) 

41. 신랑: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요 3:29) 

42. 머리: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고전 11:3) 

43. 주님: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롬 14:8) 

44. 주인: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노예들에게 그와 같이 대해 주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노예들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엡 6:9) 

45. 친구: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 15:15) 

46. 형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롬 8:29) 

47. 동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히 3:14) 

48. 의사: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마 9:12) 

49. 돕는 분: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 13:6) 

50. 감독: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벧전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