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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베소서 2:1-11 
1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 And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2 Wherein in time past ye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3 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in times past in the lusts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4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5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을 받았느니라.) 

5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hath quickened us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e are saved;)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6 And hath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7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7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e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in [his] 

kindness toward us through Christ Jesus.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물이니라. 

8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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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10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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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ordaine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11 그러므로 기억하라. … 

11 Wherefore remember, … 

시편 103:2 (Psalms 103:2) 
“2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I. 구원받기 전                           자였습니다.  

“1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  

(1 And you …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1. 이                    의 행로를 따라 삽니다.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 

(2 Wherein in time past ye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 

로마서 12:2 (Romans 12:2)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2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e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골로새서 3:1-2 (Colossians 3:1-2)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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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ye then be risen with Christ,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2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2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요한일서 2:15 (1 John 2:15) 
“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 

(15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 

2.                       의 종 노릇합니다. 

“2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

느니라.” 

(2 …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요한복음 8:44 (John 8:44)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

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4 Ye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the lusts of your father ye will do.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abode not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speaketh a lie, he speaketh of his own: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it.) 

3.                       대로 살아갑니다.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

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3 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in times past in the lusts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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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4:7 (Genesis 4:7) 
“7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

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7 If thou doest well, shalt thou not be accepted? and if thou doest not well, sin 

lieth at the door. And unto thee [shall be] his desire, and thou shalt rule over 

him.) 

로마서 8:7-8 (Romans 8:7-8) 
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7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either indeed can be. 

8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8 So then they that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요한일서 2:16 (1 John 2:16)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

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갈라디아서 5:19-21 (Galatians 5:19-21) 
19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manifest, which are [these];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lasciviousness, 

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20 Idolatry, witchcraft, hatred, variance, emulations, wrath, strife, seditions, 

heresies, 

21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

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

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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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nvyings, murders, drunkenness, revellings, and such like: of the which I tell 

you before, as I have also told [you] in time past,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골로새서 3:5-6 (Colossians 3:5-6)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5 Mortify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fornication, 

uncleanness, inordinate affection, evil concupiscence, and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6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6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II. 구원받은 후                자가 되었습니다.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3 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in times past in the lusts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1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 And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로마서 5:10 (Romans 5:10)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

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0 For if, when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being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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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성하신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

하여” 

(4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예레미야애가 3:22-23 (Lamentations 3:22-23) 
22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

다. 

22 [It is of] the LORD'S mercies that we are not consumed, because his 

compassions fail not. 

23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23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2. 무조건적인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

하여” 

(4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로마서 5:8 (Romans 5:8)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8 But God commendeth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로마서 8:32 (Romans 8:32)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

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 He that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shall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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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with him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 

요한복음 15:13 (John 15:13) 
“13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13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요한복음 15:12 (John 15:12) 
“12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e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3. 전적인                             

5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

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5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hath quickened us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e are saved;)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

님의 선물이니라. 

8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9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히브리서 9:27-28 (Hebrews 9:27-28)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7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
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28 So Christ was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of many; and unto them that look for him 
shall he appear the second time without sin unto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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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3:10, 23 (Romans 3:10, 23) 
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마서 6:23 (Romans 6:23)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요한계시록 20:14-15 (Revelation 20:14-15) 
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14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15 And whosoever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로마서 5:8 (Romans 5:8)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
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8 But God commendeth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로마서 10:9-10 (Romans 10:9-10)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
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9 That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e Lord Jesus, and shalt believe in thine 
heart that God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thou shalt be saved.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th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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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단하시거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이 ߙ
필요하신 분들은 661.886.0416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korean@lancasterbaptist.org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채플 건축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ߙ

 지난 주 건축헌금   ………………………………………………………………………………………   $890 
 12개월 믿음의 약정헌금  …………………………………………………………… $64,843/$89,700 

 2월 21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267,819 

  드림의 방법 ߙ

1) 문자 (TEXT) 헌금 : 661-250-6982 
2) 온라인 헌금 : giving.lancasterbaptist.org 
3) 우편 헌금: 4020 E.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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