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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VERSE(S): Luke 15:11-31 

# 본문: 눅 15:11-31 

 

I. IDENTITY IN CHRIST 

I.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 

A. The chief purpose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A. 인간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B. Enjoying God starts with “the joy of salvation” (enjoying salvation) 

B. 하나님을 즐거워함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C. We need to understand our identity through salvation 

C.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II. (LUKE 15:11) “TWO SONS” = EVERYONE 

II. (눅 15:11) “두 아들” = 모든 사람들 

A. The two sons represent all “good people” and all “bad people” 

- Truth: everyone needs salvation 

A. 두 아들은 모든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 사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B. Rom 3: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

지에 놓여 있습니다. 

 

 

 

 

 



III. (LUKE 15:21-24) “BUT THE FATHER SAID…BRING QUICKLY.” 

III. (눅 15:21-24)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 

A. There was no hesitation by the father to bestow the full identity, rights, favor and 

benefits of sonship to his sinful son. 

A. 아버지가 죄 많은 아들에게 그의 아들로써의 완전한 정체성, 권리, 허가와 혜택을 주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B. Salvation is not a second chance to do better. It is not a chance to earn God’s 

acceptance and favor. 

B. 구원은 더 잘 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동의와 총애를 얻기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C. We do not earn salvation or any of the benefits of salvation. 

- We receive salvation and all it’s benefits as an instant gift from God! 

- Romans 10:13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 2 Tim 1:9 who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calling, not because of our works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he gave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ages began, 

- Titus 3:4-7 But when the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of God our Savior appeared, 

5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6 whom 

he poured out on us rich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7 so tha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might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 Ephesians 2:8-10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you’re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9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C. 우리는 구원이나 어떠한 구원의 혜택도 벌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구원과 모든 구원의 혜택을 하나님께 선물로 즉시 받습니다! 

- 롬 10:13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 딤후 1: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

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 디 3:4-7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

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

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

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 엡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IV. (LUKE 15:25) “HIS OLDER SON WAS IN THE FIELD…” 

IV. (눅 15:25)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 

A. Like the older brother didn’t understand his identity, too many Christians do not 

understand who they are because of salvation. 

A. 큰 아들이 그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 때문에 

갖게 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B. Like the older brother, we are trying to earn what we already have, because we do 

not understand our position in Christ! Aka, we do not understand our salvation! 

- The Father is pleased to give you the kingdom (Luke 12:32) 

-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realms is ours (Ephesians 1) 

B. 큰 아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눅 12:32) 

-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엡 

1) 

 

V. WHAT HAPPENS IN SALVATION 

V. 구원 안에 일어나는 일들 

A. We limit salvation to just going to heaven, or a one time event in our lives, but it 

is so much more than that. 

A. 우리는 구원을 그저 천국에 가는 것이나 우리 삶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한정시

키지만,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B. Salvation in three stages: initial salvation, progressive salvation, and final salvation.  

In initial salvation, we were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when God brought us to 

faith in Christ; In progressive salvation, we are presently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as the Holy Spirit sanctifies us; In final salvation, we will someday be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when we meet Christ face to face in glory. 

 

 



B. 세 단계의 구원: 처음의 구원, 점진적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처음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의 믿음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점진적 구원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의 힘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에서 우리는, 언젠가 그분의 영광 안에 주

님을 마주할 때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VI. THE (GENERAL) ORDER OF SALVATION 

VI. (보편적인) 구원의 순서 

- There is debate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the “order of salvation” (Latin: ordo 

salutis). But, this list represents some common ground in the debates along with my 

own interpretation. 

- “구원의 순서”(라틴어: ordo salutis)에는 서로 다른 해석과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

서가 저의 해석과 여러 논쟁들의 기본적인 바탕을 나타냅니다 

1. The Gospel Call: an act of God the Father, speaking through the human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which He summons people to himself. (Romans 8:30) 

1. 복음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인간의 복음 선포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그에게 오게 하시는 그의 말하심 (롬 8:30) 

2. Regeneration: is a supernatural act of God in which imparts new spiritual life to us 

(John 3:3-8) 

- Born again / New creation 

- Ezekiel 36:26 And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 

And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from your flesh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 Meaning, we will have desires (convictions) for God! 

- It doesn’t mean our desire for God will be our ONLY desire 

2. 부흥: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 (요 3:3-8) 

- 다시 태어남 / 새로운 피조물 

- 겔 36:26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단 하나의 갈망이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 Conversion: our willing response to the gospel call, in which we repent of sin and 

place out trust in Jesus alone for salvation and commit to walk in obedience to Christ. 

(2 Cor. 7:9-10) 

3. 변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에 

전념하는,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 

 



4. Justification: the instantaneous legal act of God in which he (1) thinks of our sins 

as forgiven and Christ’s righteousness as belong to us, and (2) declares us to be 

righteous / as righteous as Jesus (Gal 2:16) 

4. 타당한 이유: 하나님의 즉각적인 적법 행위 (1)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 생각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속했다 생각하심 (2) 우리를 의롭다 말하심 / 예수님처럼 의로움 (갈 

2:16) 

5. Adoption: an act of God whereby he makes us members of His family (John 1:12) 

5. 인치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분의 일하심 (요 1:12) 

6. Sanctification: the progressive work of God and man that makes us more and more 

free from sin and like Jesus in our actual lives (Rom 6:11-14) 

-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first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first receiving 

of the Holy Spirit. 

-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further manifestation and growth of the presence and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 Balloon Analogy: a balloon can be full of air with just a little air, but you can also 

blow more air in it so that it is MORE full. 

6. 성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

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작업 (롬 6:11-14) 

- 성령의 세례: 성령의 첫 번째 일하심, 성령을 처음으로 받음 

- 성령의 채우심: 우리의 삶 속, 성령의 더 많은 현현과 그의 존재와 체험의 성장 

- 풍선 비유: 풍선은 약간의 공기만으로도 가득 채워질 수 있지만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는 더 많은 공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7. Perseverance: this means that all those who are truly born again will be kept by 

God’s power, and will preserve as Christians until the end of their lives. (John 10:27:39) 

7. 인내: 이것은 진실로 다시 태어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것과, 그들의 

삶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남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 10:27, 39) 

8. Death: the final outcome of living in a fallen world, it is not a punishment for 

Christians, but it is used by God to complete our sanctification. (1 Cor 15:54-55) 

8. 죽음: 삐뚤어진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결과, 크리스천에게는 형벌이 아닌, 우리의 성화

를 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고전 15:54-55) 

9. Glorification: This will happen when Jesus returns and raises the dead bodies of all 

believers throughout history, to be reunited with their souls, and changes the bodies 

of all believers still alive, thereby giving all believers at the same time perfect 

resurrection bodies like Jesus, and we will be joined with God forever and ever. (1 Cor 

15:12-58). 

9. 찬양: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과거 모든 신자들의 죽은 육체를 일으키시고, 그들

의 영혼과 하나되사 아직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될 때 이뤄질 것입니다 (고전 15:12-58) 



VII. HOW DO I KNOW IF I’M A CHRISTIAN? 

VII. 내가 크리스천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A. NOT: how good you are!! NOT about how much you have changed, NOT how much 

you love Jesus, NOT how much you read the Bible, NOT how many answered prayers 

you have, NOT how much you believe, etc. 

A.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예수

님을 사랑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얼마나 기도 응답 받았는지, 얼마나 믿는지 등등이 

‘아닙니다!’ 

B. Questions to ask: 

B. 해봐야 할 질문들: 

1. Do you believe you need salvation? Do you believe that all people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And without salvation, the penalty is eternal 

death (hell)? (Rom 6:23) 

1.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믿습니까? (롬 3:23) 그리고 구원 없이는, 영원한 형벌(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롬 

6:23) 

2. Do you believe that you need a savior? In other words, do you believe that the only 

way to heaven, the only way into right relationship with God is through God not 

ourselves? Meaning, do you believe man cannot save himself, but needs God to save 

him? 

2. 당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함을 

믿습니까? 즉,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를 구원할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믿습

니까? 

3. Do you believe Jesus that is that Savior? That He is the only one capable of saving 

you?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be saved? 

3. 당신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

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믿습니까? 

4. Do you believe that you are saved by GRACE alone? 

4. 당신은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5. Do you have a desire (conviction) to live for God rather yourself? To trust and obey 

God and follow His ways. 

5. 당신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

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6. Do you have a desire (conviction) for God to be your greatest desire, passion, center 

of your life? 

6.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 가장 큰 갈망, 열정과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갈망(확신)이 

있습니까? 

 

VIII. JOY OF SALVATION 

VIII. 구원의 기쁨 

A. Do you have or have you lost the joy of salvation? (This is similar to losing your first 

love.) 

A.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첫사랑을 잃

는 것과 비슷합니다) 

B. King David’s prayer for the “joy of salvation.” 

- Psalm 51:10-12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11 Cast me not away from your presence, and take not your Holy Spirit from 

me. 12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uphold me with a willing spirit. 

- King David knew that his biggest need in life was the joy of salvation. 

B. “구원의 기쁨”을 위한 다윗 왕의 기도 

- 시 51:10-12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

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C. The joy of salvation is the true power of a life lived for God. 

C.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진정한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