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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Sit, Walk, Stand
Pastor Young-Ho Pak: Sunday, 3rd July 2022

Today’s Bible Quote: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 Ephesians 5:8 CSB 
WALK 

Sitting is always _______________ by walking 
1 I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Ephesians 4:1-2 ESV 

Walking flows out of our new life and is _______________ in goo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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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phesians 2:8-10 ESV 
So also faith, if it does not have works (deeds and actions of obedience to back it up), 
by itself is destitute of power (inoperative, dead). James 2:17 AMPC 

Good works reflect the character and _______________ of God 
And walk in love,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Ephesians 5:2 ESV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Ephesians 4:32 ESV 
24 Now as the church submits to Christ, so also wives are to submit to their husbands 
in everything. 25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her 26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27 He did this to present the church to himself in splendor, without spot or 
wrinkle or anything like that, but holy and blameless. Ephesians 5:24-27 CSB 

Look carefully then __________ you walk 
15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not as unwise but as wise, 16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17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18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ebauchery,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esians 5:15-18 ESV 
But I say, walk and live [habitually] in the [Holy] Spirit [responsive to and controlled 
and guided by the Spirit]; then you will certainly not gratify the cravings and desires of 
the flesh (of human nature without God). Galatians 5:16 AMPC 
But whatever I am now, it is all because God poured out his special favor on me—and 
not without results. For I have worked harder than any of the other apostles; yet it was 
not I but God who was working through me by his grace. 1 Corinthians 15:10 NLT 
For it is God who is working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Philippians 2:13 CSB

오늘의 성경 말씀: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

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 에베소서 5:8 쉬운성경 
걸어라 

우리가 앉아 있은 _____에는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1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
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 주
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에베소서 4:1-2 쉬운성경 

걷는 것은 새로운 삶에서 비롯되며 선한 일과 행위로 _______________ 
8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
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
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
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8-10 쉬운성경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입증하는 순종의 행위와 행동) 그런 믿음은 죽
은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 / 죽어 있음) 야고보서 2:17 공동번역 (AMPC)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___________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
을 내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2 쉬운성경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
오. 에베소서 4:32 쉬운성경 
24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
십시오. 25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시기
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26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27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에베
소서 5:24-27 쉬운성경 

그러면 여러분이 _______________ 걷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16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17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에베소서 5:15-18 쉬운성경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
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본성)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6 우리말성경 (AMPC)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
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10 우리말성경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
다. 빌립보서 2:13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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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alking” is the new way of living from our new life in Christ. Can you think of any 

word pictures or personal experiences that might help describe this new way of 
living? 

2. What are some signs and symptoms that you might be walking by the flesh? What 
are some indications that you are walking by the Spirit? 

3. Share some practical ideas on how to speak truth in love (Ephesians 4:15) to “ 
someone [who] says he has faith but does not have works (James 2:14).” 

4. Pray for each other to walk wisely, make best use of our time,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and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esians 5:15-18).

Ephesians: Sit, Walk, Stand
Pastor Young-Ho Pak: Sunday, 3rd July 2022

토론 & 기도제목: 
1. "걷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
미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는 듯한 생생한 서술'(word pictures)이
나 체험이 있습니까? 

2.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 (signs/symptoms)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반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 (indications)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어떻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지 (에베소서 4:15) 우리가 적용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믿음이 있다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2:14) 그 아이디어
를 이야기해보세요. 

4. 우리가 현명하게 걷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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