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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
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집도 돈도 없이 헐벗은 채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젊은이가 한때는 부자인 아버지의

사랑스런 돌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집을 떠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죄

짖는 삶에 탕진하고, 결국 이런 가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

침내 정신을 차렸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깊은 느낌이 

그의 안에서 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

신이 행한 모든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를 아들로 받아들

이실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자신을 품꾼으로 삼아 달라고 부탁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그리

워하고, 그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

했습니다. 젊은이가 집에 돌아 오는 길에, 그가 여전히 먼 곳에 떨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 보고 그에게 달려

가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맞추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온 젊은이는, 자신은 더 이상 아들

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아버지께 죄 많은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

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먼저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

아지를 잡아 그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에 가득찬 아버지는, 죽

었다고 여겼는데 다시 살았으며, 잃어버렸는데 지금 되찾은 그의 아

들이 돌아온 것을 모든 사람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에 있는 아들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잃어 버려졌으며, 우

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되찾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면목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

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고 무한

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모든 탕자가 그분 자신께 돌아오기



이 내용은 Living Stream Ministry에서 출판한 신약성경 회복역의 누가복음 15:11-32의 각주를 바
탕으로 하였습니다.

Bibles for America (BfA)는 미국 전역에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명을 가

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P.O. Box 17537, Irvine, CA 92623.  888.311.0571

© 2015 Bibles for America. 모든 내용은 저적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료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WWW.BFA.ORG/KO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제로 죄 가운데 죽은 것을 의미하

고, 되찾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고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가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스

도는 의의 옷으로써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살진 송아지처럼 우리를 내적으로 채워 만족하게 하

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들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잔치

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래의 기도를 함으로 그분께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당신이 되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저의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제 영 안에 들어 오셔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님,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덮으시고, 저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