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5일

새생명비전교회-종려주일예배

상처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사야 53:1-5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1.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_____________ 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찔림을
상함을
징계를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치유되었습니다.
받으심으로 우리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4)

2. 예수님의 치유는 _____________ 인 치유입니다.
*십자가의 치유는 질병 자체보다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폴 투르니에의 《인간 치유》에서
*진정한 치유는 뿌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 15:13)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 18:14)

3.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_____________ 를 가져다 놓으십시오.
1) 자신에게 상처가 있음을 ______________ 하고 대면하십시오.
2) 상처를 축복의 빛이 임하는 ________________ 아래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의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어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
*축복의 빛 아래서,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축복의 빛 아래서,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축복의 빛 아래서, 상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때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 C. S. 루이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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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the Healer on the Cross
Isaiah 53:1-5

Opening Remark: Jesus was covered with wounds on the cross.
*Jesus was despised.
*Jesus was forsaken.
*Jesus was wounded.

1. Jesus was _____________________ for the sake of healing our wounds.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a 53:5)
*Our
*Our
*We
*We

transgressions are healed because Jesus was pierced.
iniquities are forgiven because Jesus was crushed.
enjoy peace because the punishment was on Jesus.
are healed because Jesus was whippe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1Pe 2:24)
*The flow from Jesus’ blood upon the cross heals us.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Jn 19:34)

2. Jesus’ healing is 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healing of the cross is for the whole person not just for the illness itself.
*Treat the patient, not the disease“ Paul Tournier <<The Healing of Persons>>
*True healing is to heal the root.
“A happy heart makes the face cheerful, but heartache crushes the spirit.” (Pr 15:13)
“The human spirit can endure in sickness, but a crushed spirit who can bear?” (Pr 18:14)

3. Lay down your _______________ before the cross of Jesus.
1) _______________ and face that you do have wounds.
2) Put your wounds under the ______________ which shines the light of the blessing
“The great spiritual call of the Beloved Children of Good is to pull their brokenness away from the
shadow of the curse and put it under the light of the blessing.” Henry Nouwen
*Under the light of blessing, we recognize wounds in the eyes of God’s providence.
*Under the light of blessing, we gain the power to interpret the wounds positively.
*Under the light of blessing, we gain the power to react to the wounds positively.,

Closing Remark: You will experience healing and freedom when you welcome Jesus as bridegroom.
“To love at all is to be vulnerable. Love anything and your heart will be wrung and possibly broken.” C.S. Lewis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I promised you to one husband, to Christ, so that I might
present you as a pure virgin to him.” (2Co 11:2)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Jn 8:32)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n 8:36)

wounded, all-encompassing, wounds, Admit, cro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