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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Sit, Walk, Stand
Pastor Young-Ho Pak: Sunday, 19th June 2022

Today’s Bible Quote: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Ephesians 2:4-6 NKJV 

SIT 
Sitting is knowing God’s __________ 
2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that h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3 So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God rested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in creation. 
Genesis 2:2-3 ESV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9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esians 2:8-9 ESV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Ephesians 1:3 ESV 

Our union begins with Christ’s __________ 
When Jesus had received the sour wine,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John 19:30 ESV 
So he gave us new life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He gave us life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 God’s grace has saved you. Ephesians 2:5 NIRV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brought to nothing,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Romans 6:6 ESV 
My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So I live in this earthly body by trusting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20 NLT 

Do not try to __________ before learning to sit 
8 For we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others, of the affliction we experienced in 
Asia. For we were so utterly burdened beyond our strength that we despaired of life 
itself. 9 Indeed, we felt that we had received the sentence of death. But that was to 
make us rely not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2 Corinthians 1:8-9 ESV 
18 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his holy 
people, 19 and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the 
same as the mighty strength 20 he exerted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Ephesians 1:18-20 NIV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1 Corinthians 1:30 NIV

오늘의 성경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
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
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4-6 쉬운성경 

앉아라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__________ 을 아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3 우리말성경 
8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
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8-9 쉬운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
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3 쉬운성경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__________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라 요한복음 19:30 개역개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5 쉬운성경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6 개역개정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
신의 몸을 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우리말성경 

앉는 것을 배우기 전에 __________ 것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8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9 우리는 마음에 사형선
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8-9 우리말성경 
18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9 믿는 자 안
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20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18-20 쉬운성경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
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0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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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in Ephesians: 
1. Sit - our position in Christ (2:6) 
2. Walk - our life in the world (4:1) 
3. Stand - our attitude towards the enemy (6:11)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is the most comfortable seat in your house? 
2. What struck you about this keyword “sit” (or “seated”) in the context of Ephesians? 
3. What are some of the consequences of trying to walk before knowing how to sit? 
4. What is the fear that often keeps you from trusting God to deliver you? 
5. Read Ephesians 1:18-21. Pray the truths from this Scripture toge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Ephesians: Sit, Walk, Stand
Pastor Young-Ho Pak: Sunday, 19th June 2022

에베소서의 주요 단어: 
1. 앉아라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 (2:6) 
2. 걸어라 -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4:1) 
3. 일어 서라 - 적을 향한 우리의 태도 (6:11)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의 집에 있는 가장 편안한 의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2.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앉아라" (또는 "앉아 있는") 이라는 주요 단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당신
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까? 

3. 우리가 앉는 것을 배우기 전에 걸으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4. 당신을 구원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5. 에베소서 1:18-21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
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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