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49 개의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들
(당신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은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또는 손주들, 또는 이웃집 아이들, 또는 학생들, 또는
길가다 마주친 어떤 아이라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작권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인쇄하고, 붙여 넣으시고, 공유하시고,
트위터로 나누시고, 아이가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전자책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주변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www.KeithFerrin.com/identitymessages 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Keith Ferrin 의 책, Like Ice Cream:
The Scoop on Helping the Next Generation Fall in Love with God’s World 의 페이지
46~47 쪽에 나와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유롭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내용을 추가하세요. 만일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저에게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몇 년 이후에, 책 제목이 “당신의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372 개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들”로 바뀌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지 생각해봅니다.
이 책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게 되신다면 (페이스북, Twitter, Pinterest, Google+ 등)
한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KeithFerrin 또는 #IdentityMessages 를 추가해주셔서,
제가 대답하고, 재전송하고, 재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과 함께 이 정체성 메시지들 말하고, 쓰고, 나눔에
있어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들은 당신을 향한 메시지들이기도 합니다.

-----본 한글 번역본은 “아이스크림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스푼”의 저자, Keith Ferrin 의 사전 승인을 받고 번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역: 안 틀리는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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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는 하나님의 아이란다.
You are a child of God.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 서 3:1)

2. 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다.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4)

3. 너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You have a mighty God who is for you…not against you.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31)

4.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란다.
You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you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you.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5. 너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You have access to the throne of God – where you can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6. 너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혀져
있단다.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and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6)

7. 너는 하나님의 식구란다.
You are part of God’s family.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11)

8. 너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았단다.
You have been blessed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3)

9. 너는 생명과 경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단다.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for life and godliness.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3)

10. 너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란다.
You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20)

11.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다.
You were called to be free.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라디아서 5:13)

12. 너의 죄값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셨단다.
You have been ransomed by the Son of God.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13. 너는 이제 정죄함 (유죄판결) 받지 않는단다.
You are not condemned.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14.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단다.
You have been forgiven.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43)

15. 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었단다.
You have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16.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고, 그분이 지으신
시(詩)이고, 그분의 최고의 작품이란다.
You are God’s workmanship…His poem…His masterpiece.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10, 현대인의성경)

17. 너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단다.
You have been set free from the law of sin.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2)

18.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너를 같이 살려 주셨단다.
You have been made alive with Christ.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에베소시 2:4-5)

19. 너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주어졌단다.
You have been given the authority of Christ.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19)

20. 너를 매우 오묘하고 신비롭게 만드셨단다.
You have been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14)

21.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단다.
You are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11)

22. 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되었단다.
You were chosen by Go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4 현대인의성경)

안에서

우리를

23. 너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수 있단다.
You are destined for glorious freedom.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21)

24.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단다.
You are a citizen of Heaven.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20)

25. 너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긴단다.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you.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26. 너는 예수님과 세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단다.
You have been baptized with Christ and are now clothed with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27. 너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란다.

You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13)

28.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셨단다.
You have been given the Holy Spirit to guide you into all truth.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29. 너는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단다.
You have been redeemed and have the full rights of sons.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4-5 현대인의성경)

30. 너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단다.
You are protected by the powerful name of Jesus.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1)

31. 너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단다.
You ha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 현대인의성경)

32. 너에게는 너의 연약함을 가엽게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단다.
You have a High Priest who is able to sympathize with your
weaknesses.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5)

33. 너에게는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다.
You have the Holy Spirit interceding for you right now.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34. 주께서 네 곁에 가까이 계시단다.
Your Lord is near.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5)

35. 하나님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단다.
You are known.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1 현대인의성경)

36.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단다.
You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37. 너는 진행중인 작품이란다 그리고 너는 완성될
거란다.
You are a work in progress – and you will be completed.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38.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단다.
You were loved by Jesus before you loved Him.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 서 4:19 현대인의성경)

39.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You are not alone.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6)

40. 너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 곧,
… 진리의 허리띠,
… 정의의 가슴막이,
… 평화의 복음의 신발,
… 믿음의 방패,
… 구원의 투구,
… 성령의 검 - 즉 하나님의 말씀
들이 있단다.
You have the full armor of God... …the belt of tru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e shoes of the gospel of
peace …the shield of faith …the helmet of salvation …the
sword of the Spirit – the Word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3-17)

41.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너를 섬기고 있단다.
You have God’s angels sent to serve you.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14)

42.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 모두 채워주신단다.
Your needs will be met according to God’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19 현대인의성경)

43. 너에게는 항상 살아 계셔서 너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단다.
You have a High Priest who always lives to intercede for you.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25)

44. 너에게는 너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이 계시단다.
You have a God who has gone before you.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시편 59:9-10)

45. 네 곁에는 너에게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You have a God who hears you.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 서 5:14)

46. 너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다.
You cannot be snatched from God’s hand.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8-29)

47. 하나님은 너의 편에 계시단다.
God is for you.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56:9)

48.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란다.
You are Jesus’ joy.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49. 너는 사랑 받고 있단다.
You are love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