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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Sit, Walk, Stand
Pastor Young-Ho Pak: Sunday, 17th July 2022

Today’s Bible Quote: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Ephesians 6:10-11 ESV 

STAND 

Our struggle is 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__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cosmic powers over this present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Ephesians 6:12 ESV 
in which you once walked,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following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ons of disobedience— 
Ephesians 2:2 ESV 

We are to stand firm in _______________ 
Therefore take up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firm. Ephesians 6:13 ESV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Colossians 2:15 NIV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Romans 8:37 ESV 

For every point of attack, _______________ armor is provided 
14 Stand therefore, having fastened on the belt of truth, and having put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15 and, as shoes for your feet, having put on the readiness 
given by the gospel of peace. 16 In all circumstance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darts of the evil one; Ephesians 6:14-16 ESV 

Prayer enables us to __________ the armor and __________ the sword 
17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18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To that end, 
keep alert with all perseverance, making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Ephesians 
6:17-18 ESV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soul and of spirit, of joints and of marrow,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Hebrews 4:12 ESV 
26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27 
And he who searches hearts knows what i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Romans 8:26-27 ESV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gratify its 
desires. Romans 13:14 ESV

오늘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10-11 우리말성경 

 대적하여 서라 

우리의 싸움은 __________이고 _______________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12 우리말성경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2 우리말성경 

우리는 __________안에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
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13 우리말성경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
다. 골로새서 2:15 우리말성경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로마서 8:37 현
대인의성경 

공격지점에 대하여, __________ 갑옷이 준비됩니다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고 15 예비한 평화
의 복음의 신을 신고 16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
키며 에베소서 6:14-16 우리말성경 

기도는 우리가 갑옷을 __________ 칼을 __________ 합니다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
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17-18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12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
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26-27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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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How do you discern a struggle is a spiritual battle against spiritual forces of evil? 
2. How would you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fighting to get victory versus 

fighting from victory? Please share examples and testimonies. 
3. What part of God’s armor did the Holy Spirit highlight for you today? 
4. In prayer together, wield the sword of the Spirit. Pray any word of Scripture that 

God impresses upon your heart and intercede for one another and each other’s 
prayer requests.

Ephesians: Sit, Walk, Stand
Pastor Young-Ho Pak: Sunday, 17th July 2022

토의 & 기도제목: 
1.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투의 싸움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2.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과 승리 가운데 싸우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로 간
증들과 예들을 나누세요. 

3. 오늘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4.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 말씀과 서로의 기도제목 가운데 서
로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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