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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의	원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 자기는 키가 너무 크거나 

작다고, 피부가 너무 검거나 희다고, 머리카락이 너무 직모이거나 곱슬곱슬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삶의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모습을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을 비관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 청소년은 불만과 열등

감을 갖게 된다.

갈등의 네 단계 분별하기

                                  

표면적 
문제

(눈에 보이는 행동)

표면적  
원인

(태도)

근본 문제

(품성) 

원망의 
쓴 뿌리

세속적  
가치관 

(탐욕)

부도덕

1.  생각
2.  행동
3.  습관

근본 원인

(하나님께  

잘못 반응함)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거부함

열등감의 원인을 이해하기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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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설계를 수용하는 통찰력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No n flesh  • Wonderfule
  

•  • of God
  Genesis 1:27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편 139:16, 이사야 45:9-10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베소서 2:10, 빌립보서 1:6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후서 10: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잠언 31:10  시편 68: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전서 1:27  야고보서 2:5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 결론 :  
"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고요? 
말도 안돼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    )

열등감의 원인: (    )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    ) 일은 아직 (    )

•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  •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
 로마서 7:18 시편 139:14

• 거짓되고 부패함 • 하나님의 형상
 예레미야 17:9 창세기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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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지 ‘변경불가 영역’
열 가지 '변경불가 영역' 중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결국 교만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기 때
문이다.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사야 53:2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태복음 5:3-12

행복의 기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복이 있다.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후서 4:16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후서 12:9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

하여짐이라……”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외적 아름다움은 (    )

하나님의 보편적인 내적 이상형: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내적 품성이 자라도록

(  )

외모의 차이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  )를 담아 돋보이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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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에 대한 올바른 대응법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태복음 5:16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13-14)  

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편 90:10, 열왕기하 13:14-25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전서 11:28-33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후서 12:6-9, 요한복음 9:2-3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전서 6:20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태복음 5:3-12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가복음 10:44

하나님의 설계를 수용하는 첫 단계 행동

1. 하나님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있는지 살핀다.

2.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지금 모습, 특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대해 감사한다.

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 나를 도로 올려 놓고 내면의 품성을 
기르는 일에 협력한다.

내적 품성이 드러나도록 (    )

하나님의 (    )이다.

내면의 품성을 키우는 (    )이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    )이다.

'흉터'에 (    )를 부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