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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ZO 사역의 핵심 되는 가치관 
 

SOZO 사역의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관 은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SOZO사역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SOZO 사역은 사역을 주관 하는 교회 의 가치관 과 마찰이 있으면 않됩니다.  SOZO 사역자들은 아래 적힌 SOZO의 핵심적인 

7가지 가치관들이 마음 중심에 확실히 세움으로서 이 모든 가치관들이 협조해 조성하는 초자연적인 환경을 사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게 해야 됩니다. 

 

1. 지상 천국 (Heaven on Earth) 

•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저희는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됩니다.  

• 저희의 질문은 “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가 되어야 하며, “문제가 뭐죠” 하며 묻지 않습니다. 

•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임을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월등한 나라의 사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모든 것을 이기셨고 이루셨습니다. 

 

2.  존경, 존중 (Honor) 

• 존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 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 사역자는 비사역자를 존중 하며 그들의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며 비사역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 사역을 받는 자가 SOZO 세션을 인도 하게 합니다.   그가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조절 당한다고 

느낍니까? 

 

3. 크신 하나님, 작은 사단 (BIG GOD, little devil) 

• 적에 집중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 합니다. 

• 우리는 적의 궤휼, 수단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기도 사역은 영적 전쟁 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적전쟁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바라보는 것이지 적에 반응 하지 않습니다. 

•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의 승리를 지키고 나타나게 합니다. 

 

4. 전달성 (Transferability) 

• 누구나 사역 할 수 있습니다.  SOZO 사역은 모두 할 수 있게 design 된 것입니다. 

 

5. 기적적인 결과 (Miraculous Result) 

• 주님안에서 기적적인 치유 와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손 수 하실 것을 믿고 

기대 합니다. 

 

6.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 (God is in a good mood) 

• 하나님은 항상 기분이 좋으시며 우리에게 선 하심 만 베푸시며 바라시는 분 입니다. 

 

7. 소망 을 전함 (Impart Hope) 

•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놀라시지 않으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항상 해결책과 답을 소유 하고 계십니다. 

• 세션이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상관 없이 항상 비사역자 에게 소망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 

• 추천 서적: “Living from your core values” by Dawna DeSil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