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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서문 당신의 희망을 내게 주소서∣1장 당신은 누구인가?∣2장 생명과 죽음

의 차이∣3장 당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살펴보라∣4장 옛것과 새것∣5장 신령한 사

람∣6장 적극적인 믿음의 힘∣7장 믿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다∣8장 믿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9장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다∣10장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온다∣11장 감정적인 상처의 치유∣12장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할 때∣13장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한다

기독교 상담심리 분야의 스테디셀러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성장과 자유를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기 정체감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사

실을 지적한다.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발견하고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성장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닐 앤더슨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를 읽고 적용하여 삶 속에 성경적 근거

와 분명한 신앙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

란다.”                                                               _ 김형준(동안교회 담임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

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_ 서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춘기 청소년에게 물을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

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는 성자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 당신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신분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분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진다.”                   _ 본문 중에서

이 책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의 능력을 깨닫고, 어두운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

며, 이 세상의 영적 세력을 물리치고,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자신이 바라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