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음 안에 위치한 자 

3월1일 2020 조엘 콘티 목사 

 

 

주제:여러분의 위치가 항상 다음 움직임을 

결정한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안에 위치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방법들로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은 신념체계와 생태계 둘다이다. 

우리의 신념체계는 우리의 내부세계이다 

우리의 생태계는 위리의 외부세계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KRV 

https://bible.com/bible/88/jas.2.26.KRV 

 

믿음은 입구( 신념체계)와 출구( 생태계) 둘다를 

가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KRV 

https://bible.com/bible/88/heb.11.1.KRV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KRV 

https://bible.com/bible/88/heb.11.3.KRV 

 

https://bible.com/bible/88/jas.2.26.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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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미래를 적기위해 소망을 사용한다. 

 

사탄이 여러분 과거의 오래된 거짓들을 

나열하는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속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하신다. 

두려움과 믿음은 줄다 신념 체계이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잠언 13:12 KRV 

https://bible.com/bible/88/pro.13.12.KRV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위한 곳에 

위치하라. 

 

우리는 모두 더 큰 믿음을 원한다 그리나 다음 

https://bible.com/bible/88/pro.13.12.KRV


이동을 위한 곳에 위하지 않는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왕이여 들을찌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 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 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역대하 20:15-17 KRV 

https://bible.com/bible/88/2ch.20.15-17.KRV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찌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https://bible.com/bible/88/2ch.20.15-17.KRV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역대하 20:18-23 KRV 

https://bible.com/bible/88/2ch.20.18-23.KRV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이동시킬 곳에 

위치하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기위한 곳에 위치하라 

 

https://bible.com/bible/88/2ch.20.18-23.KRV


결론: 믿음은 위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위치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이동할 준비가 되있는가? 돌파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곳에 위치해 있는가? 여러분은 

두려움안에 아니면 믿음안에 위치해 있는가? 

 

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