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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한 영혼을 살리는 세 가지 마음
본문: 누가복음 15:3-7 (1-32)

(눅 15:1-3)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눅 15:5-6)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눅 15:9)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눅 15: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눅 15:7)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눅 15:10)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눅 15:32)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I. 잃은 영혼에 대한 (              )의 마음

II. 한 영혼을 (              )히 여기는 마음

(눅 15:8)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III. 자격없는 영혼에 대한 (               )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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