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and Ephesians 1:1–2 
소개와소개와소개와소개와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1:1-2절절절절 

 
Lesson 1 

 
제제제제 1일일일일: 소개 
FIRST DAY:  Introduction 
 
1. 지금까지 배운것으로부터 당신은 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From what you have learned so far, why do you desire to be a woman who walks in the Spirit? 
 
 
2. 많은 크리스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한 충만한 축복들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운데 살기 보다는 어떤 믿는자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과 성취들을 의지하여 
있는 그대로 삽니다.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천상에천상에천상에천상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영적인영적인영적인영적인 축복축복축복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영적 극빈자들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부요함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로 그의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의 두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축복들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복된 행함에 대적해 올 영적 저항세력에 대하여 엄한 
경고와 함께 그의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Many Christians never live in the full blessings God 
intends for them. Rather than living in the riches of God’s grace, some believers live in the 
natural plane relying on their own strength and accomplishments. This was the issue with the 
Ephesians. Thoug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was theirs through Christ Jesus, 
they lived as spiritual paupers. Paul bega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by reminding them of all 
the riches that belonged to them because of Jesus. In the second part of this epistle he instructed 
them on how to walk in these blessings. Paul ended his letter with a strong warning about the 
spiritual opposition that would come against a blessed walk in the Spirit.  

 

이 서신을 공부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과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목록을 꼭 만드십시오. 이 축복들이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동기와 힘이 되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1:1-2절을 읽으시고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As you study this epistle, be 
sure to take inventory of all God has done for you and given you through Jesus. Let these 
blessings be your motivation and strength to walk in the Spirit. Read Ephesians 1:1–2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누가 이 서신을 썼습니까? 에베소서 1:1a절Who wrote this epistle?  Ephesians 1:1a 

 
b. 이 서신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에베소서 1:1b절 

To whom was this epistle written?  Ephesians 1:1b 
 
3. 기도를 쓰면서 이번 주 주께서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을 받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Prepare your heart to receive all that the Lord has for you this week by writing a prayer. 
 
 

 

바울바울바울바울…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에뜻에뜻에뜻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그리그리그리그리스도스도스도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신실한신실한신실한신실한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Paul …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 and faithful in Christ Jesus. 
에베소서 Ephesians 1:1 

©2013 Calvary Chapel Women’s Ministries—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http://women.cccm.com 



 2

제제제제 2일일일일: 에베소서 1:1a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1:1a 
 

1. 에베소서 1:1a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밝히는데 어떤 명칭을 사용했습니까?  
In Ephesians 1:1a what title did Paul use to identify himself? 

 
 

a. 이 명칭은 보보보보냄을냄을냄을냄을 받은받은받은받은 자자자자라는 의미인 것을 상기하십시오. 다음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의해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보냄보냄보냄보냄을 받았는지 적으십시오: Recall that this title means one sent 
forth.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note what Paul was sent forth by Jesus to do: 

 

(1) 사도행전 9:15-16 
Acts 9:15–16 

 
 
 
(2) 로마서 1:1 

Romans 1:1 
 

 
 

(3) 디모데전서 2:7 
1 Timothy 2:7 

 
 
 

b. 이 성경구절을 근거로하여 바울에 대한 당신의 인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impression of Paul based on these Scriptures? 

 
 
 

(1) 바울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됩니까?  
How is he an example for you? 

 
 
 

2.   에베소서 1:1a절에 따르면 바울은 누구의 뜻뜻뜻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1:1a, Paul was an apostle according to Whose will? 

 
 
 

a. 바울에 관해 배운 것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근거로 한 그의 부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In light of what you have learned about Paul, why was it so important that his calling was 
based on this? 

 
 
 
 
b. 당신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  어떤 사람입니까?  

Who are you by the will of God? 
 
 
 
 
3. 바울은 이 서신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투옥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 당신 
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Paul wrote this epistle from prison. What would your response be to 
receiving a letter from someone who was imprisoned for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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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1:1b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1:1b 
 

1.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해안에 위치한 중요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했습니다. 그녀의 신전은 에베소에 위치하였고 세계 7 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으시고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한 것들을 요약하십시오:  
Ephesus was a major Roman city located on the coast of Asia Minor. The Ephesians worshiped 
the goddess Diana. Her temple was located in Ephesus and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Read the following passages to summarize Paul’s experiences among the Ephesians: 

 

a. 사도행전 18:18-21 
Acts 18:18–21 

 
 

 
 

b. 사도행전 19:1-12, 18-20 
Acts 19:1–12, 18–20 

 
 
 

 
 
c. 사도행전 19:23-30 

Acts 19:23–30 
 

 
 

 
d. 사도행전 20:16-21 

Acts 20:16–21 
 
 

 
 

 
e. 당신이 공부한 것들로부터 바울과 에베소의 믿는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나누 
십시오. From what you have studied, share your thoughts concerning Paul’s relationship 
with the Ephesian believers. 

 
 
 
 2. 에베소서 1:1b절에서 에베소의 믿는자들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How were the Ephesian believers described in Ephesians 1:1b? 
 
 
  
 

a. 이것이 그들을 기억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would be important for them to remember? 

 
 
 
 
b. 이 묘사는 에베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십시오. This description applies not only to the Ephesians, but to all 
believers. Share what this truth mean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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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계시록 2:1-7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Revelation 2:1–7 
 

1.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 중 하나를 이 교회에게 썼습니다. 계시록 2:2-3절, 6절을 읽으시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쓰십시오.  The church in Ephesus continued to thrive even 
after Paul left. In fact, Jesus addressed this church in one of His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in 
Revelation. Read Revelation 2:2–3, 6 and record Jesus’ commendation to the Ephesian church. 

 
 
 
 
 

a. 이 특성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의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겠습니까? 사도행전 20:28-31절을 
또한 보십시오. How might these qualities have been the fruit of Paul’s ministry among 
them? See also    Acts 20:28–31. 

 
 
 
 
 
2. 비록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면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계시록 2:4-5 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Although the Ephesians were to be commended in many ways, what 
warning did Jesus give them in Revelation 2:4–5? 

 
 
 
 

a. 에베소 사람들이 탈선한 원인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might have caused the Ephesians to digress? 

 
 
 
 

(1) 오늘날 이것이 믿는자들을 위해 어떻게 경고가 됩니까?  
How is this a warning for believers today? 

 
 
 
 
3. 계시록 2:5a절에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면, 에베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According to Jesus’ instructions in Revelation 2:5a, what did the Ephesians need to do? 
 
 
 

a. 성숙한 신앙인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가 에베소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예가 됨을 어떻게 보십니까?  Even as mature believers 
we need to be aware of our shortcomings. How do you see this truth exemplified through 
the Ephesians? 

 
 
 
 

(1) 당신의 개인적인 결점들을 다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feel is the best way to deal with your personal shortco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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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1:2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1:2 
 

1. 바울은 어떤 두가지 축복들로 믿는자들에게 인사했습니까? 에베소서 1:2a절 
With what two blessings did Paul greet the believers?  Ephesians 1:2a 

 
 
 

a.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두가지 축복들을 순서대로 선언한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척 
목사님께서는, 당신당신당신당신은은은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은혜를은혜를은혜를은혜를 먼저먼저먼저먼저 경험할경험할경험할경험할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평강을평강을평강을평강을 알알알알 수수수수 없없없없다다다다고 말씀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진리가 됨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Many commentators 
believe the order in which Paul pronounced these two blessings is significant. Pastor Chuck 
says, You cannot know the peace of God until you first experience the grace of God. How have you 
seen this to be true in your life? 

 
 
 
 
2. 누구로부터부터부터부터 이 축복들이 왔습니까? 에베소서 1:2b절 

From Whom do these blessings proceed?  Ephesians 1:2b 
 
 
 

a. 다음 구절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것을 나누십시오: 
Share what you learn about God from the following Scriptures: 

 

(1) 요한복음 John 16:27  
 

 
 
 

(2) 골로새서 Colossians 1:12 
 

 
 

 
(3) 야고보서 James 1:17 
 

 
 

 
(4) 요한일서 1 John 3:1 
 

 
 
 

b.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to having God as your Father? 

 
 
 
 
 
c.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꾸꾸꾸꾸리오스리오스리오스리오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단어인 
주주주주와 동등한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Paul used the Greek word Kurios to refer to Jesus. This word is the Greek 
equivalent to the Old Testament word Lord. What does this word convey to you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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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이번 주 공부가 다음에 관하여 당신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stands out to you the most from this week’s study concerning: 

 

a. 바울 
Paul 

 
 
 
 
 
 
 
 
 
 
b. 에베소 교회 

the Ephesian Church 
 
 
 
 
 
 
 
 
 
 
 
 
2.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당신을 가장 흥분시킵니까?  

What excites you most about studying the book of Ephesians?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우리우리우리우리 아버지와아버지와아버지와아버지와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그리그리그리스도로부터스도로부터스도로부터스도로부터  

은혜와은혜와은혜와은혜와 평강이평강이평강이평강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1:2 

 
 



 

     

 

Ephesians 1:3–14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1:3-14절절절절 

 
                Lesson 2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이번 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어떻게 복 받으셨습니까?  

How have you been blessed by God’s grace and peace this week? 
 
 
2. 은혜는 자주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희생에희생에희생에희생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부요부요부요부요함함함함으로 정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주시는  각각의 축복에 대한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챤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그들의 부요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목적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Grace has often been defined as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Through the work of Jesus believers have access to God’s riches! God not only 
desires to bless us, but He also has a divine purpose for each blessing He bestows. Many 
Christians do not live in the blessings and purposes of God because they do not realize the 
wealth that is theirs through faith in Jesus.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속한 엄청난 축복들 중 몇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축복들을 위해 예정한 신성한 목적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아래의 성경구절들을 훑어 
보시면서 당신이 발견한 축복들을 주목하고 쓰십시오: In Ephesians Chapter 1, Paul enumerates 
some of the grand blessings that belong to us. He also includes the divine purposes God intends 
for these blessings. As you scan the passages below, note and record the blessings you discover: 
 
a. 에베소서 Ephesians 1:3–4 

 

b. 에베소서 Ephesians 1:5–6 

 

c. 에베소서 Ephesians 1:7–10 

 

d. 에베소서 Ephesians 1:11–14 
 

 

3.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모든 축복들을 깨닫고 받도록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 
기를 그분께 구하십시오. Ask God to open your heart and mind to understand and receive all the 
blessings He has for you.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천상에천상에천상에천상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영적인영적인영적인영적인 복으로복으로복으로복으로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복복복복 주시는주시는주시는주시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곧곧곧곧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복되시도다복되시도다복되시도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1:3 

©2013 Calvary Chapel Women’s Ministries—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http://women.ccc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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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에베소서 1:3-4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1:3–4 
 
1.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시작에, 그는 누가 복복복복 되시다되시다되시다되시다고 선포했습니까? 에베소서 1:3c  

As Paul bega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Who did he declare blessed?  Ephesians 1:3a 
 
 

a.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3b절 
What has God the Father done for us?  Ephesians 1:3b 

 
 

(1) 이것으로부터 당신의 천상의 아버지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십니까? 마태복음 7:11 절과 
야고보서 1:17 절을 또한 보십시오. What do you learn from this concerning your 
heavenly Father? See also Matthew 7:11 and James 1:17. 

 
 

 
b. 이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3a절 

Where are these blessings located?  Ephesians 1:3c 
 
 

(1) 이것은 이 복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is denote about these blessings? 

 
 
c. 모든모든모든모든 영적인영적인영적인영적인 복복복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합니까?  

What excites you about being blessed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2. 에베소서 1:4c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1:4a, what did God do? 
 
 

a. 이것이 왜 당신에게 놀라운 일입니까?  
Why is this remarkable to you? 

  
 

(1)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시편 139:15-16절을 또한 읽으십시오.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See also Psalm 139:15–16. 

 
 
 
(2) 당신은 다른 믿는자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How could you use this truth to minister to another believer? 
 
 
 
3.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되게되게되게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4b절 

What did God choose you to be?  Ephesians 1:4b 
 
 

a. 이것과 베드로전서 2:9-10절을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1 Peter 2:9–10. What do you see?   

 
 
 

(1)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택택택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따른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16절도 보십시오. What is your response to knowing that God chose you? See also 
John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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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1:5-6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1:5–6 
 
1. 성경에서 예정은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목적들을 말하 
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5b절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이 될 것으로 예정예정예정예정 되었습니까?     
In the Bible predestination always refers to God’s purposes in our lives after we are saved. 
According to Ephesians 1:5a, to what were we predestined?  

 
 

a. 갈라디아서 공부로부터 로마 시대에 한 가정으로 입양된다는 것은 합법적인 자녀로서 온전한 
특권과 신분을 얻는 의미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특권에 예정되었음예정되었음예정되었음예정되었음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Recall from our study in Galatians that in the Roman world 
being adopted into a family meant obtaining full privileges and status as a legitimate child. 
What does it mean to you to know you were predestined to such privileges? 

 
 
2. 에베소서 1:5a절에서 하나님의 뜻뜻뜻뜻이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How is God’s will described in Ephesians 1:5b? 
 
 

a.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 줍니까? 예례미아 29:11절도 보십시오.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God’s plans? See also Jeremiah 29:11. 

 
 
3. 에베소서 1:6b절을 사용하여 이 모든 축복에 대한 목적을 열거하십시오. 

Use Ephesians 1:6a to cite the purpose of all these blessings. 
  
 

a. 주님의 축복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면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God’s grace is showcased by His blessings.  

 
 
4. 하나님께서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은혜은혜은혜은혜로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어떻게 하셨하셨하셨하셨습니까습니까습니까습니까? 에베소서 1:6a절 

What has God made us by His grace?  Ephesians 1:6b 
 
 

a. 이 진리가 거절당하는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How would this truth minister to someone who has suffered rejection? 

 
 

b. 우리는 누구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까받아들여졌습니까받아들여졌습니까받아들여졌습니까?  In Whom have we been accepted?  
 
 

(1) 이 진리를 마태복음 3:17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truth with Matthew 3:17. Share your thoughts. 

 
 

c. 이 은혜은혜은혜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찬양찬양찬양과 영광영광영광영광을 가져옵니까?  
How does this grace bring praise and glory to God? 

 
 
5. 에베소서 1:3-6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 
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Reread Ephesians 1:3–6. What stands out most to you concerning all that 
God the Father has done? 

  
 

a. 주주주주님의님의님의님의 은혜의은혜의은혜의은혜의 영광영광영광영광을을을을 찬양찬양찬양찬양하는 말을 쓰는 시간을 잠시 갖으십시오.  
Take a moment to write a word of praise to the glory of His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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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에베소서 1:7-1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1:7–10 
 
1. 에베소서 1:7b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사용하여 다음에 관해 설명하십시오:  In Ephesians 1:7a Paul spok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for us. Use this verse to comment on:   

 
a. 구속 redemption 

 

b. 용서함 forgiveness 

 
2. 어떤 자원을 따라따라따라따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7a절  

According to what resource did Jesus provide these blessings?  Ephesians 1:7b 
 

a. 바울은 이 자원의 공급을 설명하는데  어떤 말을 사용했습니까?  
What word did Paul use to describe the supply of this resource?  

 
(1) 이 말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 줍니까? What does this word convey to you? 

 
 

b. 고린도후서 8:9절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 복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설명하십시오.  
Use 2 Corinthians 8:9 to explain the way in which we receive this blessing.  

 
 
3. 에베소서 1:8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던 면을 나누어 보 
십시오: From Ephesians 1:8 share a way God has made His grace abound toward us in:  

 
a. 모든 지혜 all wisdom 

 

b. 총명(분별)prudence (good judgment)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무엇을 알게하셨습니알게하셨습니알게하셨습니알게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9b절 

What has God made known to us?  Ephesians 1:9a 
 

a. 이것을 요한복음 15:15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John 15:15. What do you see? 

 
 

b. 에베소서 1:9a절을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따라따라따라따라 자기자기자기자기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계획하신계획하신계획하신계획하신 바바바바 를 하셨으니.Use Ephesians 1:9b to fill in the blanks: God has done this according 
to _____ ________  ______________ which He purposed in Himself. 

 
(1) 이것을 에베소서 1:5a절과 대조하여 보시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Compare this with Ephesians 1:5b and share your thoughts. 
 
 
5. 에베소서 1:9-10절을 새 생명 번역서에서 관찰하면, 이제이제이제이제 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그리스도에그리스도에그리스도에 관하관하관하관하여여여여 그의그의그의그의 

신비한신비한신비한신비한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나타내셨는데나타내셨는데나타내셨는데, 그것은그것은그것은그것은 그의그의그의그의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기쁘심을기쁘심을기쁘심을기쁘심을 이루시려는이루시려는이루시려는이루시려는 계획이라계획이라계획이라계획이라. 그그그그 

계획은계획은계획은계획은 이것이니이것이니이것이니이것이니, 때가때가때가때가 차차차차면면면면 그가그가그가그가 하늘하늘하늘하늘과과과과 땅에땅에땅에땅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권세권세권세권세 아래아래아래아래 함께함께함께함께 모으모으모으모으려는려는려는려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그의그의그의그의 뜻뜻뜻뜻을 알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10절  
Observe Ephesians 1:9–10 NLT, God has now revealed to us His mysterious plan regarding Christ, a 
plan to fulfill His own good pleasure. And this is the plan: At the right time He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For what purpose has God 
made known His will?  Ephesians 1:10  

 
 

a. 이 축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What does this blessing mea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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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1:11-14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1:11–14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외에 무엇을 받았받았받았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11b절 

What else have we obtained in Christ?  Ephesians 1:11a 
 
 

a. 베드로전서 1:4절을 읽으시고 이 선물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Read 1 Peter 1:4 and remark on this gift. 

 
 
2. 에베소서 1:11a절로부터 우리를 예정예정예정예정하하하하신신신신 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From Ephesians 1:11b comment on the One Who has predestined us. 
 
 

a. 이것이 하나님의 뜻뜻뜻뜻에 관하여 무엇을 전합니까? 계시록 4:11절을 또한 보십시오. 
What does this convey concerning God’s will?  See also Revelation 4:11. 

 
 

(1) 이것이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in your current circumstances? 

 
 
3. 에베소서 1:12절은 먼저먼저먼저먼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믿었던믿었던믿었던믿었던 자들에 관하여 무엇을 선포합니까?  

What does Ephesians 1:12 declare about those who first trusted in Christ?   
 
 
4. 에베소서 1:13절을 사용하여 믿는자들믿는자들믿는자들믿는자들의 삶에서도도도도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요약하십시오. 

Use Ephesians 1:13 to summarize what has taken place in the lives of those who also trusted. 
 
 
 

a. 우리의 삶에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인침인침인침인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19-20절을 또한 보십시오.  The seal of the Holy Spirit on our lives 
represents God’s ownership. How does this speak to you? See also 1 Corinthians 6:19–20. 

 
 
 
5. 에베소서 1:14b절에서 성령성령성령성령은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How is the Holy Spirit described in Ephesians 1:14a? 
 
 

a. 에베소서 1:14a절에서 당신은 어떻게 설명되었습니까?  
How are you described in Ephesians 1:14b? 

 
 

(1)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십시오.  
Share what this means to you. 

 
 

b. 에베소서 1:14절을 새 생명 성경에서 읽으면, 성령은성령은성령은성령은 그분이그분이그분이그분이 약속한약속한약속한약속한 유업을유업을유업을유업을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주실주실주실주실 것것것것과과과과 

또또또또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그그그그의의의의 친친친친백성백성백성백성으로으로으로으로 삼으시려고삼으시려고삼으시려고삼으시려고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값주고값주고값주고값주고 사셨다는사셨다는사셨다는사셨다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보증보증보증보증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그그그그분이분이분이분이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신하신하신하신 것은것은것은것은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분을그분을그분을그분을 찬양하고찬양하고찬양하고찬양하고 영광을영광을영광을영광을 돌리게돌리게돌리게돌리게 하려는하려는하려는하려는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성령성령성령을 보내주신 축복에 대해 그분께 찬양을 표현해 보십시오. Ephesians 1:14 NLT reads, The 
Spirit is God's guarantee that He will give us the inheritance He promised and that He has purchased 
us to be His own people. He did this so we would praise and glorify Him. Express your praise to 
God for the blessing of His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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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이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복을 나타내는데 안안안안에서에서에서에서라는 전치사를 27번 사용하였 
습니다. 에베소서 1:3-14절로부터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가진 모든 것을 
적으시고 설명하여 보십시오: In this epistle Paul used the preposition in twenty-seven times to 
denote the blessings that come through Christ. Use the following verses from Ephesians 1:3–14 
to note and comment on all that we have in Christ: 

 

a. 3절 
verse 3 

 
 
 
b. 4절 

verse 4 
 
 
 
c. 6절 

verse 6 
 
 
 
d. 7절 

verse 7 
 
 
 
e. 11절 

verse 11 
 
 
 
f. 13절 

verse 13 
 
 
 
 
2. 이 진리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안에안에안에 거할 필요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요한복음 

15:4절을 또한 보십시오. What do these truths reveal to you concerning your need to abide in 
Christ? See also John 15:4. 

 
 
 
 
 
 

그의그의그의그의 사랑하시는사랑하시는사랑하시는사랑하시는 이이이이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의그의그의그의 은혜의은혜의은혜의은혜의 풍성함을풍성함을풍성함을풍성함을 따라따라따라따라  

그의그의그의그의 보혈을보혈을보혈을보혈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구속구속구속구속, 곧곧곧곧 죄들의죄들의죄들의죄들의 용서함을용서함을용서함을용서함을 받았느니라받았느니라받았느니라받았느니라.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에베소서 Ephesians 1:7 



 

     

 

Ephesians 1:15–23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1:15-23절절절절 

 
      Lesson 3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에베소서 1:3-14절로부터 당신은 어떤 축복을 가장 원하십니까?  
What blessing from Ephesians 1:3–14 do you most desire? 

 
 
 
2. 당신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도록 어떻게 최대한 도울 수 있습 
니까?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사람들의 삶 속으 
로 이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축복을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갖고 계신 큰 일들 
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계시가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분에서 
바울의 기도에 강조 된 것을 쓰십시오: How can you best help someone realize and live in the 
blessings of God? You can pray for them! Prayer brings the power and revelation of God into 
people’s lives. Paul, having shared with the Ephesians the blessings that were theirs in Christ, 
launched into prayer for them. Paul knew that the Ephesians needed a divine revelation from 
God in order to apprehend the great things God had for them. Note the emphasis of Paul’s 
prayer in the following sections: 

 

a. 에베소서 Ephesians 1:15–16 

 

b. 에베소서 Ephesians 1:17–18 

 

c. 에베소서 Ephesians 1:19–21 

 
d. 에베소서 Ephesians 1:22–23 

 
  
3.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이번 주 당신 
이 갖는 필요나 갈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Take a moment to thank the Lord for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Commit to Him any need or desire you may have for this week.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지성의지성의지성의지성의 눈을눈을눈을눈을 밝히셔서밝히셔서밝히셔서밝히셔서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그의그의그의그의 부르심의부르심의부르심의부르심의 소망이소망이소망이소망이 무엇이며무엇이며무엇이며무엇이며,  

성도들성도들성도들성도들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그의그의그의그의 유업의유업의유업의유업의 영광의영광의영광의영광의 풍성함이풍성함이풍성함이풍성함이 무엇인지무엇인지무엇인지무엇인지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알게알게알게알게 하시기를하시기를하시기를하시기를 원하노라원하노라원하노라원하노라.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에베소서 Ephesian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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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에베소서 1:15-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1:15–16 
 

1.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 관하여 어떤 두가지 일에 대해 들었습니까들었습니까들었습니까들었습니까? 에베소서 1:15절 
What two things had Paul heard of concerning the Ephesians? Ephesians 1:15 

 
 

a. 에베소 사람들의 증거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됩니까?  
How is the Ephesians’ testimony an example to you? 

 
 
2.   바울이 들들들들은은은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무엇을 하기를 그치지그치지그치지그치지 아니하였습니까아니하였습니까아니하였습니까아니하였습니까? 에베소서 1:16a절 

In response to what Paul had heard of, what did he not cease to do?  Ephesians 1:16a 
  
 

a. 이것이 왜 적절한 반응이었습니까? Why is this an appropriate response? 
  
 
3.   에베소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드감사드감사드감사드림림림림과 함께 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1:16b절  
      Along with giving thanks for the Ephesians, what did Paul do?  Ephesians 1:16b 
 
 

a. 다음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comment on the blessing of praying for others:   

 
(1) 사무엘상 1 Samuel 12:23a 
 
 

             (2)   욥기 Job 42:10 
 
 

             (3)   누가복음 Luke 18:1 
 
 

             (4)   야고보서 James 5:16 
 
 

b.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본보기로 인해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Paul’s example to pray for others? 

 
 
 
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1:17-19a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1:17–19a 
 

1. 에베소서 1:17a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How is God described in Ephesians 1:17a?  

 
 

a. 이것을 마태복음 6:9절과 관련지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기억하 
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Link this with Matthew 6:9 and comment on wh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who God is when we pray. 

 
 

2.   바울이 에베소 믿는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어떤 두가지를 그들에게 주시주시주시주시      
기를기를기를기를  구했습니까? 에베소서 1:17b절   As Paul began his prayer for the Ephesian believers, what  

      two things did he ask God to give to them? Ephesians 1: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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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신은 이 두가지가 크리스챤 삶에 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례미야 9:24절과 
야고보서 3:17절도 보십시오. Why do you think each of these is so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See also Jeremiah 9:24 and James 3:17. 

 
 
 
 
3. 계시계시계시계시와 함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에베소서 1:18a절 

Along with revelation, what did Paul pray for the Ephesians?  Ephesians 1:18a 
  
 

a. 이것을 고린도전서 2:9-14절과 관련지어보시고, 우리의 지성지성지성지성을 밝히밝히밝히밝히는는는는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쓰십시오. Link this with 1 Corinthians 2:9–14 and note why it is important to pray 
that our understanding be enlightened. 

 
 
 
 
4. 에베소서 1:18b-19a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밝밝밝히히히히셔서셔서셔서셔서 알알알알게게게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한 세가지에 
대해 기록하시고 말해 보십시오.From Ephesians 1:18b–19a record and comment on the three 
things Paul prayed the Ephesians would be enlightened to know: 

 
a.  

 
      b.  
 

c. 
 
 
5. 이 깨달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How would this enlightenment help the Ephesians to be stronger in their faith?  
 
 
 
a. 당신은 지성의 눈이 밝히어져 알게 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을 가장 열망하십니까?  

Which of these enlightenments do you most long for? 
 
 
 
 
제제제제 4일일일일: 에베소서 1:19b-21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1:19b–21 
 

1. 에베소서 1:19절에서 바울은 믿는자들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능력의능력의능력의 지극히지극히지극히지극히 위위위위대하심대하심대하심대하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20a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강력한강력한강력한 능력능력능력능력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 
까? In Ephesians 1:19 Paul prayed that the believers would know the exceeding greatness of God’s 
power on their behalf. According to Ephesians 1:20a, how did God demonstrate this mighty 
power? 

 

 

a. 다음 성경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what the following Scriptures say about Jesus’ resurrection:  
 
(1) 사도행전 Acts 2:24 
 
 
 
(2) 사도행전 Acts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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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당신의 믿음에 필수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5:14-20절도 보십 
시오. Why is it essential to your faith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See also 1 
Corinthians 15:14–20. 

 
 
 
 
 
 
c. 이 능력이 믿는믿는믿는믿는 우리우리우리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십시오. 

Share what it means to you to know that this power is available to us who believe. 
 
 
 

2.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죽음죽음죽음에서에서에서에서 살리신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높히셨습니까? 에베소서 1:20b절 
How did God exalt Jesus after raising Him from the dead?  Ephesians 1:20b 

 
 
 

a. 이것을 빌립보서 2:9-11절과 연결시켜 보시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Connect this with Philippians 2:9–11 and share your thoughts. 

 
 
 
 
 
3. 에베소서 1:21절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보다보다보다 뛰어나신뛰어나신뛰어나신뛰어나신 것들을 열거하고 말하십시 
오: Use Ephesians 1:21 to list and comment on the things Jesus is seated far above: 
 

a. 
 

b. 
 

c. 
 

d. 
 

e. 
 
 

           (1)   그분의 권세의 기간을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1:21b절 
Remark on the duration of His authority. Ephesians 1:21b 

 
 
 
(2) 이것이 당신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your present circumstances? 
 
 
 
(3) 로마서 8: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분의 높여진 지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According to Romans 8:34, what is Jesus doing from His exalted position? 
 
 
 
4.    예수님의 높여진 지위에 비추어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As you view Jesus in the light of His exalted position, how are you ins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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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1:22-23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1:22–23 
 

1. 하나님께서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발발발발 아래아래아래아래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22절 
What has God put under Jesus’ feet? Ephesians 1:22  

 
 

a. 이것이 포함하는 몇가지 본보기를 열거하여 보십시오. 
Cite a few examples of what this would include. 

 
 
b. 다음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remark on Jesus’ authority: 
 

(1)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25–27a 
 
 
 
(2) 골로새서 Colossians 1:18 

 
 
 
     
       c. 당신은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발발발발 아래아래아래아래 어떤 것들을 두는것이 필요합니까?   

What things do you need to put under His feet? 
 
 

 
d. 이 진리들이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능력의능력의능력의능력의 지극히지극히지극히지극히 위대하위대하위대하위대하심심심심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을 어떻게 증가시켜줍니까?  

How do these truths enhance your understanding of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2. 에베소서 1:23절을 사용하여 교회교회교회교회를 설명하십시오. 
Use Ephesians 1:23 to describe the church. 

 
 
 

a. 이것을 사도행전 20:28b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Acts 20:28b. What do you see? 

 
 
 
b. 에베소서 1:22-23 절을 새 생명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만물만물만물만물을을을을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권세권세권세권세 아래아래아래아래 

두셨고두셨고두셨고두셨고 또또또또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유익을유익을유익을유익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그분을그분을그분을그분을 만물만물만물만물 위에위에위에위에 머리로머리로머리로머리로 세우셨습니다세우셨습니다세우셨습니다세우셨습니다. 교회는교회는교회는교회는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몸이며몸이며몸이며몸이며; 또또또또 

어디에나어디에나어디에나어디에나 만물만물만물만물을을을을 자신으로자신으로자신으로자신으로 가득가득가득가득 채우시는채우시는채우시는채우시는 그리스그리스그리스그리스도로도로도로도로 인인인인해해해해 충만하충만하충만하충만하고고고고 완완완완전케전케전케전케 되었되었되었되었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예수 
님과 그의 교회와의 관계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축복 받으셨습니까? Ephesians 1:22–23 NLT 

reads, God has put all things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and has made Him head over all things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And the church is His body; it is made full and complete by Christ, who fills 
all things everywhere with Himself.  How are you blessed by Jesus’ relationship with His 
church? 

 
        

 
(1)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ith this in mind,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o pray for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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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1:17-21절을 사용하여 바울이 에베소 믿는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들을 복습하십시오. 
Using Ephesians 1:17–21 review the things that Paul prayed for the Ephesian believers. 

 

 
 
 
 
 
 

 
 
a. 이와같은 기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suppose the effect of such a prayer would have on the church? 
 

 
 
 
2.   다음에 대한 바울의 기도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격려가 되었습니까:  

How were you encouraged by Paul’s prayer to: 
 

a.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감사를 드림 
give thanks for all the saints 

 
 
 
b.  믿는자들을 위한 기도 

pray for believers 
 
 
 

c. 교회를 위한 기도 
pray for the church 

 
 
 
 
3.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를 위한 기도를 쓰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Take a moment to write a prayer for God’s blessing and revelation to the saints in your church. 
 
 
 
 
 
 
 
 

만물을만물을만물을만물을 그의그의그의그의 발아래발아래발아래발아래 두시고두시고두시고두시고 그를그를그를그를 만물만물만물만물 위에위에위에위에 머리가머리가머리가머리가 되게되게되게되게 하셔서하셔서하셔서하셔서 교회에게교회에게교회에게교회에게 주시고주시고주시고주시고, 

교회는교회는교회는교회는 그의그의그의그의 몸이니몸이니몸이니몸이니 만물안에만물안에만물안에만물안에 모든것들을모든것들을모든것들을모든것들을 채우시는채우시는채우시는채우시는 분의분의분의분의 충만이니라충만이니라충만이니라충만이니라.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to b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에베소서 Ephesians 1:22-23 
 



   

         
 

Ephesians 2:1–10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2장장장장 1-10절절절절 

 
Lesson 4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에베소서 1:15-23절로부터 무엇이 당신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었습니까?  

What especially ministered to you from Ephesians 1:15–23? 
 
 
2. 당신은 구원의 위대함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잊어버리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Do you live in the awareness of the greatness 
of your salvation? It is so easy to forget our former condition without Christ. Therefore, it is 
always good to remember where we once were and what Jesus has done for us! 
 

에베소서 2장 1-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 받기 이전의 곤고한 상태- 즉, 허물과허물과허물과허물과 죄들죄들죄들죄들 가운데서 
죽었고, 공중공중공중공중의의의의 권세권세권세권세 잡은잡은잡은잡은 통치자통치자통치자통치자로 인해 이이이이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풍조풍조풍조풍조를 따랐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자비가자비가자비가 풍성하신풍성하신풍성하신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In Ephesians 2:1–10 
Paul explained our predicament before salvation - dead in trespasses and sins, and subjected to the 
course of this world because of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However God, who is rich in mercy, 
radically altered our hopeless state. God saved us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번 주 공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구원을 생각하고 더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십 
시오. 아래의 구분에 제목을 주십시오.   Use the study this week to consider and grow in a deeper 
appreciation of your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Give a title to the sections below: 
 
a. 에베소서 Ephesians 2:1–3 

 

b. 에베소서 Ephesians 2:4–7 

 

c. 에베소서 Ephesians 2:8–9 

 

d. 에베소서 Ephesians 2:10 

 
3. 당신이 이 처럼 큰 구원에 대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으십시오. 

Take a moment to ask God to give you a greater appreciation of so great a salvation!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자비가자비가자비가자비가 풍성하신풍성하신풍성하신풍성하신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사랑하신사랑하신사랑하신사랑하신 그의그의그의그의 큰큰큰큰 사랑으로사랑으로사랑으로사랑으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죄들죄들죄들죄들 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 죽었던죽었던죽었던죽었던 우우우우리를리를리를리를 그리스도와그리스도와그리스도와그리스도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살리셨으니살리셨으니살리셨으니살리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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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Ephesians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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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 에베소서 2:1-3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2:1–3 
 
1.  에베소서 1장 끝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1c절에 의하면 그 같은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At the close of 
Ephesians 1, Paul described the power of God as demonstrated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Ephesians 2:1a, how has that same power been demonstrated toward us? 

 
 

a. 우리의 이전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1a절  
What was our previous spiritual condition?  Ephesians 2:1b 

 

(1) 이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원인들을 적으십시오. 에베소서 2:1a절  
Print the two causes for this condition.  Ephesians 2:1c  

 
2. 우리의 이전의 풍조풍조풍조풍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a절  

What was our previous course?  Ephesians 2:2a 

 
a. 베드로전서 4:3절을 사용하여 이 풍조풍조풍조풍조를 설명하십시오.  

Use 1 Peter 4:3 to describe this course. 
 
 
3. 에베소서 2:2b절에 의하면 누가 우리의 이전의 풍조풍조풍조풍조를 지시하고 있었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2:2b, who was dictating our former course? 

 
a. 이것을 베드로전서 5:8절과 연결하고 이 풍조풍조풍조풍조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나누 
십시오. Link this with 1 Peter 5:8 and share your thoughts about those who walk in this 
course. 

 
(1) 오늘날 불순종의불순종의불순종의불순종의 아들들아들들아들들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널리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How do you see the pervasive influence of Satan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today? 

  
(2) 이것이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How will this affect your attitude as you pray for unbelievers? 

 
4. 에베소서 2:3a절에서 바울은 우리우리우리우리 모두가모두가모두가모두가 이전에이전에이전에이전에 불순종의불순종의불순종의불순종의 아들들아들들아들들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행하였다행하였다행하였다행하였다고 말했 
습니다. 믿는자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9-11절과 
디도서 3:3-4절을 보십시오.  Paul stated in Ephesians 2:3a that we all once conducted ourselves in 
the same way as the sons of disobedience. Why do you think this is important for believers to 
remember? See 1 Corinthians 6:9–11 and Titus 3:3–4. 

 
 
 

a. 이 풍조풍조풍조풍조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3b절 
What is the outcome of this course?  Ephesians 2:3b 

 
5. 아래에 대하여 주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문구를 쓰십시오: 

Write a phrase of praise for the Lord’s work in: 
 
a. 허물과허물과허물과허물과 죄로죄로죄로죄로 죽었던죽었던죽었던죽었던 당신을 살리심살리심살리심살리심 

making you alive,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b. 이이이이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풍조로풍조로풍조로풍조로부터 당신을 구해내심 

delivering you from the course of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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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 에베소서 2:4-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2:4–7 
 

1.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을 알리는 두 단어를 적으십시오. 에베소서 2:4a절(영어성경 참조할 것)  
Print the two words that signal God’s divine intervention.  Ephesians 2:4a  

 
 
2. 에베소서 2:4b절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원인이 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숙고하고 의견을 말 
하십시오. From Ephesians 2:4b reflect and comm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God that caused 
Him to intervene. 

 

a. 

 

b. 

 
3. 에베소서 2:5a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언제언제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2:5a, when did God reach out to us? 
 
 

a.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5:8절도 보십시오.  
Why is this remarkable? See also Romans 5:8. 

 
 
4. 에베서서 2:5b절을 사용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구원을구원을구원을 받았는지받았는지받았는지받았는지 말하십시오. 

Use Ephesians 2:5b to state how we have been saved. 
 
 

a. 이것은 당신의 구원에 관해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디도서 3:4-5절도 보십시오.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your salvation? See also Titus 3:4–5. 

 
 
 
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당신의 새로운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에베소서 2:6절  

Describe your new position in Christ Jesus.  Ephesians 2:6 
 
 

a.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This is how God sees you. How are you blessed knowing this reality?   

 
 
6. 오는오는오는오는 세대들세대들세대들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7절  

What are God’s plans for the ages to come?  Ephesians 2:7 
 
 

a. 이 계획들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당신을 설레게합니까?  
How do these plans excite you about the future?  

 
 

b. 아래에 대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are experiencing: 

 

(1)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지극히지극히지극히 풍요함풍요함풍요함풍요함  
the exceeding riches of God’s grace 

 
 
 
(2) 당신을 향한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인자하심인자하심인자하심인자하심  

His kindness towar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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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 에베소서 2:8-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2:8–9 
 

1. 에베소서 2:8a절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곳에 적으면서 개인화하십시오.  
Personalize the glorious truth of Ephesians 2:8a as you print it here.  

 
 
 

a. 아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Comment on: 
 

(1) 은혜  
grace 

 
 

(2) 믿음  
faith 

 
 

b.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only thing required for you to receive God’s grace? 

 
 
 
2. 에베소서 2:8b-9a절로부터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명백하게 헀던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From Ephesians 2:8b–9a list the three things Paul made clear about salvation: 
 

a. 

 

b. 

 

c. 
 
 

(1) 에베소서 2:9b절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2:9b, what does this prevent?   

 
 
(2) 이것을 로마서 3:23-27a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Romans 3:23–27a. Share your thoughts. 
 
 
 
 
 
(3) 바울이 왜 이 진리들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 chose to reiterate these truths? 
 
 
 
3. 오늘 공부한 것을 아래의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use what you studied today to: 
 

a. 다른 믿는자들을 격려하는데  
minister to another believer 

 
 
b. 어떤 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lead someone to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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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 에베소서 2:10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2:10 
 

1. 에베소서 2:10a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까?  
In Ephesians 2:10a what did Paul declare us to be? 

 
 

a. 헬라어로 작품작품작품작품은시시시시( ,poiema)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또는 그분의 예술 작품이란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 
합니까? The Greek word for workmanship is poiema. The idea is that we are God’s beautiful 
poem or His work of art. What does this communicate to you concerning how God values 
you? 

 
 
 
2. 에베소서 2:10b로부터 다음에 대해 답하십시오:  

Answer the following from Ephesians 2:10b: 
 

a. 우리는 누구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창조되었습니까창조되었습니까창조되었습니까창조되었습니까?  
Who were we created in? 

 
 

(1) 고린도후서 5:17절을 사용하여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2 Corinthians 5:17 to remark on the significance of this. 

 
 

 
 
b. 우리는 무엇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창조되었습니까?  

What were we created for?  
 

 
(1) 마태복음 5:16 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준비하신준비하신준비하신 선한선한선한선한 일들일들일들일들에 대한 

목적을 주목하십시오. Use Matthew 5:16 to highlight the purpose of the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for us.  

 
 
 
 
3. 에베소서 2:10c절에서 선한선한선한선한 일들일들일들일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음에 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 
니까?  In Ephesians 2:10c what did Paul state about the good works we were created for? 

 
 
 

a. 이것을 빌립보서 2:13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Philippians 2:13 and share your thoughts. 

 
 
 
 

(1)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선한선한선한선한 일들일들일들일들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십시오.  
Share how you have been led into the good works that God foreordained for you.  

 
 
 
4. 하나님의 작품작품작품작품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it mean to you to be God’s work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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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2:1-10절을 사용하여 아래에 대해 간단한 간증을 주십시오:  
Use Ephesians 2:1–10 to give a brief testimony of: 

 

a. 당신이 허물과허물과허물과허물과 죄들죄들죄들죄들 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 죽었을죽었을죽었을죽었을 때 (1-3절)  
when you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verses 1–3) 

 
 
 
 
 
 
 

b. 당신을 어떻게 살리셨살리셨살리셨살리셨는는는는지 (5-7절) 
how you were made you alive (verses 5–7) 

 
 
 
 
 
 
 
 

c.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당신은 지금 누구인지(8-10절)  
who you are now in Christ Jesus (verses 8–10)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작품이니작품이니작품이니작품이니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선한선한선한선한 일들을일들을일들을일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창조되었느니라창조되었느니라창조되었느니라, 

 이이이이 일들은일들은일들은일들은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미리미리미리미리 정하시어정하시어정하시어정하시어 우리로우리로우리로우리로 그것들그것들그것들그것들 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신하신하신하신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에베소서 Ephesians 2:10 



 

         
 

Ephesians 2:11–22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2:11-22절절절절 

 
Lesson 5 

 
제제제제 1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믿음믿음믿음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은혜은혜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축복을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Briefly describe the blessing of being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2.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십자가의 능력과 그것의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길을 잃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이제 멀리 분리되어 
있든데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가족의가족의가족의가족의 일원일원일원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Too often we forget the power of the Cross 
and its all-transforming power. Before Christ we were lost and without hope. However, our 
status has now changed from being estranged to being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축복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예전의 상태와 십자가가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래의 절들을 읽고 각 구분에 제목을 주십시오. 
In Ephesians Chapter 1, Paul elaborated on the blessings that have become ours in Christ. Then, 
in Ephesians Chapter 2, Paul reminded his readers of their former condition and the glory of 
what the Cross had done for them. Read the passages below and provide a title for each section: 

 

a. 에베소서 2:11-13  
Ephesians 2:11–13 

 
b. 에베소서 2:14-16 

Ephesians 2:14–16 

 
c. 에베소서 2:17-18 

Ephesians 2:17–18 

 
d. 에베소서 2:19-22 

Ephesians 2:19–22 
 

 
3. 에베소서 2:11-22절을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높이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Ask God to enhance your appreciation of the Cross as you study Ephesians 2:11–22. 
 
 
 
 
 

        이는이는이는이는 그를그를그를그를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우리우리우리우리 둘이둘이둘이둘이 한한한한 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 아버지께아버지께아버지께아버지께 나아감이라나아감이라나아감이라나아감이라.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by one Spirit to the Father. 
에베소서 Ephesians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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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 에베소서 2:11-13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2:11–13 
 

1.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할례할례할례 

자자자자 (유대인들유대인들유대인들유대인들)라라라라 불불불불리운리운리운리운 자들에자들에자들에자들에 의하여의하여의하여의하여 무할례자라고무할례자라고무할례자라고무할례자라고 불리운불리운불리운불리운 사실을 통해 보면, 그들을 타국인들로 
간주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왜 이것을 기억기억기억기억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11절    In Paul’s day, the Jews and Gentiles we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The Jews viewed 
the Gentiles as outsiders, as seen through the fact that they were called Uncircumcision by what is 
called the Circumcision (Jews). Why do you suppose Paul wanted the Ephesians to remember this?  
Ephesians 2:11 

 
 
 
2. 에베소서 2:12절을 사용하여 그들의 예전 상태에 관하여 기억기억기억기억하게하게하게하게 한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Use Ephesians 2:12 to list what they were to remember about their former condition: 
 

a. 

 

b. 

 

c. 

 

d. 

 

e. 

 
 

(1) 당신은 이 서술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How do you relate to this description? 

 
 
 
3.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이제이제이제이제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13a 절 

But now what has been done in Christ Jesus?  Ephesians 2:13a 
 
 

a. 이것은 어떤 방법방법방법방법으로으로으로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13b절 
By what means had this been accomplished?  Ephesians 2:13b 

 
 

(1) 이것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피피피피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concerning the blood of Christ? 

 
 
 
4. 에베소서 2:11-13 절을 골로새서 1:21-22 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예전 상태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대조하십시오.  Link Ephesians 2:11–13 with Colossians 1:21–22 and contrast your former 
condition with what Jesus has done.  

 
 
 
 

a.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피로피로피로피로 가까워졌는지가까워졌는지가까워졌는지가까워졌는지를 나누십시오.  
Share how you were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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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 에베소서 2:14-16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2:14–16 
 

1. 가로막힌가로막힌가로막힌가로막힌 중간의중간의중간의중간의 벽벽벽벽은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 사이를 막았던 실제의 방벽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무엇을 전달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14절 
The middle wall of separation refers to an actual barrier in the temple that blocked the court of the 
Gentiles from the Jewish courts. What was Paul communicating about the work of Jesus?  
Ephesians 2:14  

  
 

a. 에베소서 2:14a절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자신자신자신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2:14a what did Jesus Himself become? 

 
 

(1) 이 진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How does this truth minister to you? 

 
 
 
2. 예수님께서 그의그의그의그의 육신육신육신육신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무엇을 폐기하셨습니폐기하셨습니폐기하셨습니폐기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15a절  

What has Jesus abolished in His flesh?  Ephesians 2:15a 
 
 

a. 이것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15b절 
What was the source of this?  Ephesians 2:15b 

 
 

(1) 이것을 골로새서 2:13-14절과 연결하고 폐기된폐기된폐기된폐기된 것에 대해 추가의 설명을 주십시오. 
Link this with Colossians 2:13–14 and comment further on what was abolished. 

 
 

 
b. 예수님께서 무엇을 창조창조창조창조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15c절  

What did Jesus create?  Ephesians 2:15c 
 
 

 
(1) 이 일에 대한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15d절  

What ensued as a result of this work?  Ephesians 2:15d  
 
 
 
3. 에베소서 2:16절로부터 바울이 성취되어진 것을 반복하여 말했던 두 가지 일을 적으십시오.  

From Ephesians 2:16 write the two things Paul reiterated that were accomplished. 
 
 
 

a. 무엇을 통하여  이것들이 성취되었습니까?  
Through what means were these accomplished? 

 
 

(1)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십자가십자가십자가에 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the cross of Jesus? 

 
 
 
4. 오늘 공부로부터 십자가십자가십자가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From your study today, what have you gleaned about the power of th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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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 에베소서 2:17-18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2:17–18 
 

1. 에베소서 2:17b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2:17a, what did Jesus do? 

 
 

a. 로마서 5:1절을 사용하여 주님의 메세지를 설명하십시오.  
Use Romans 5:1 to describe His message.  

 
 
 
2.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파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17a절  

To whom did Jesus preach?  Ephesians 2:17b 
 
 

a. 이것을 마태복음 22:1-14절에 있는 비유를 연결하여 보십시오. 무슨 유사점을 찾습니까?  
Link this with the parable in Matthew 22:1–14. What parallels do you find? 

 
 
 
 
 
3.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모두모두모두 무엇을 갖습니까갖습니까갖습니까갖습니까? 에베소서 2:18절 

What do Jews and Gentiles both have?  Ephesians 2:18 
 
 
 

a. 다음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이 나아나아나아나아가는가는가는가는 방법방법방법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remark on this access: 

 

(1) 로마서 5:2 
Romans 5:2 

 
 

   
(2) 히브리서 4:15-16 

Hebrews 4:15–16 
 

 
 

 
(3) 히브리서 10:19-22 

Hebrews 10:19–22 
 
 
 
 
 
4. 아래의 것에 의해 축복되었던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are blessed by: 
 

a. 그리스도의 메세지 – 에베소서 2:17절   
the message of Christ – Ephesians 2:17 

 
 
 
b.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나아감나아감나아감 – 에베소서 2:18절  

the access we have to the Father – Ephesians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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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 에베소서 2:19-22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2:19–22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무엇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19a절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for us, what are we no longer?  Ephesians 2:19a 

 
 

a. 대조적으로, 당신의 새  신분을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2:19b절  
By contrast, describe your new status.  Ephesians 2:19b 

 
 

(1)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가족의가족의가족의가족의 일원일원일원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축복이 됩니까?  
How are you blessed to be one of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2.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가족가족가족가족은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에베소서 2:20a절  

What is the household of God built on?  Ephesians 2:20a 
 
 

a. 왜 이 기초기초기초기초가 확실합니까? 베드로후서 1:16-19절을 보십시오.  
Why is this foundation sure? See 2 Peter 1:16–19. 

 
 
 
 
 
b. 이 기초기초기초기초의 귀중한 모퉁잇돌모퉁잇돌모퉁잇돌모퉁잇돌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20b절  

Who is the chief cornerstone of this foundation?  Ephesians 2:20b 
 
 

(1) 건축에 있어서 모퉁잇돌모퉁잇돌모퉁잇돌모퉁잇돌은 시작 점이며 전체의 구조를 증축하는데 지표가 됩니다. 이 사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강화시켜 줍니까? 고린도전서 3:11절을 보십시오.  
In construction the cornerstone is the starting point and guide for building the entire 
structure. How does this fact enhance what Paul was saying? See 1 Corinthians 3:11. 

 
 
 
3. 에베소서 2:21절에 의하면 귀중한귀중한귀중한귀중한 모퉁잇돌모퉁잇돌모퉁잇돌모퉁잇돌은 그 외에 무엇을 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2:21, what else does the chief cornerstone do? 
 
 

a. 베드로전서 2:5절을 사용하여 이 새 건물건물건물건물에서 당신의 역할을 밝히십시오.  
Use 1 Peter 2:5 to identify your part in this new building. 

 
 
 
4.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함께함께함께 지어져지어져지어져지어져 가고가고가고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22절  

For what purpose are we being built together?  Ephesians 2:22 
 
 
 

a. 이것을 고린도전서 3:16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1 Corinthians 3:16 and share your thoughts. 

 
 

 
b. 이 건물건물건물건물의 어떤 면이 당신을 가장 흥분하게 합니까?  

What aspect of this building excites you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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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아래의 절들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임을 가리키는 
특정한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구절(들)을 찾고 주님주님주님주님을을을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당신 것이 된 것을 말하십시오: 

   In the following verses from Ephesians 2, Paul used specific phrases to point out that all we have 
is because of Jesus. Find the phrase(s) and comment on what is yours through Him: 

 

a. verse 13절 
 
 

b. verse 15절 
 
 

c. verse 18절 
 
 

d. verse 21절 
 
 

e. verse 22절 
 
 
 

(1) 이것이 그그그그리스도리스도리스도리스도 안안안안에에에에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the importance of being in Christ? 

 
 
2. 아래의 구절들로부터 예수님과 화평화평화평화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From the following verses, com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peace: 
 

a. verse 14절 
 
 

b. verse 15절 
 
 

c. verse 17절 
 
 
 

(1) 이것을 히브리서 13:20-21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Hebrews 13:20–21. What do you see? 

 
 
 
   

 

 

 

 

그그그그분분분분 자신이자신이자신이자신이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화평이시니화평이시니화평이시니화평이시니. 

For He Himself is our peace. 
에베소서  Ephesians 2:14 

 



Walk in the Spirit 
         

 

Ephesians 3:1–13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3:1-13절절절절 

 
Lesson 6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에베소서 2:11-22절의 공부로부터 당신이 받은 축복이나 생각을 나누십시오. 

Share a thought or blessing you received from your study of Ephesians 2:11–22. 
 
 
2.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 
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독특한 은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있는 특별한 
사명을 알았고 또 그 사명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1-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부터 계시로 받았던 사명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God in His grace has a specific call for each of 
our lives. This call has to do with the unique gifting and grace He has given to each one of us. 
Paul knew the specific calling on his life and was enthusiastic about it. In Ephesians 3:1–13, Paul 
detailed the call he received by revelation from God. 

 

•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구원은 이방인들도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The revelation God gave to Paul was that salvation was also for the Gentiles.  
 

•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call God gave to Paul was to take the Gospel to the Gentiles.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에 관하여 말하는 아래의 절들로부터 주요 구절들을 열거하면서 바울의 
열정을 포착하십시오.  Capture Paul’s enthusiasm by citing key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speak about God’s revelation and call: 

 

a. 에베소서 3:1-4 
Ephesians 3:1–4 

 
 

b. 에베소서 3:5-7 
Ephesians 3:5–7 

 
 

c. 에베소서 3:8-9 
Ephesians 3:8–9 

 
 

d. 에베소서 3:10-13 
Ephesians 3:10–13 

 
 
3.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담대히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Take a moment to boldly ask the Lord to bless your study of His Word this week. 
 

          
 

 
그그그그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분을그분을그분을그분을 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 담대함과담대함과담대함과담대함과 확신을확신을확신을확신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나아가느니라나아가느니라나아가느니라나아가느니라.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through faith in Him. 
에베소서 Ephesians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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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 에베소서 3:1-4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3:1–4 
 
1. 이런이런이런이런 까닭에까닭에까닭에까닭에 (에베소서 3:1a절)는 이방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목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18-20절을 사용하여 그 까닭까닭까닭까닭을 요약하여 보십시오.  For this reason (Ephesians 3:1a) refers to Paul’s 
purpose for writing this epistle to the Gentiles. Use Ephesians 2:18–20 to summarize the reason.  

 
 

a. 에베소서 3:1b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How did Paul describe himself in Ephesians 3:1b?  
 
 
(1) 누구를 위하여 바울은 이 곤경에 있었습니까?  

For who’s sake was Paul in this predicament? 
 
 
(a) 이것은 바울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Paul? 
 

 

2. 에베소서 3:2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이 경륜경륜경륜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로운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8-9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십시오.  
The dispensation Paul described in Ephesians 3:2 speaks of God’s gracious plan of salvation for 
the Gentiles through Christ. Use Ephesians 2:8–9 to describe God’s plan.  
 
 

3. 어떤 방법으으으으로로로로 이 경륜경륜경륜경륜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3:3a절 
By what means was this dispensation given to Paul?  Ephesians 3:3a 

 
 

a. 이것을 갈라디아서 1:11-12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Galatians 1:11–12 and share your thoughts. 

 
 
4. 에베소서 3:3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신비신비신비신비라는 말은 이전에 숨겨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을 말합 
니다.  아래의 성경구절들로부터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신비신비신비에 관해 말하십시오.   Paul used the word 
mystery in Ephesians 3:3 to denote something that once was hidden, but now has been revealed. 
From the following Scriptures comment on the mystery revealed to Paul: 

 

a. 에베소서 Ephesians 1:10 
 

b. 에베소서 Ephesians 2:13 
 

c. 에베소서 Ephesians 2:14 
 

d. 에베소서 Ephesians 2:16 
 

e. 에베소서 Ephesians 2:18 

 
 (1) 이 신비신비신비신비에 대하여 바울이 왜 그리도 흥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 was so excited about this mystery? 

 
5.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그의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해이해이해이해하기를 바랬습니까? 에베소서 3:4절 

What did Paul desire the Ephesians to understand when they read his letter?  Ephesians 3:4  

 
a. 그것을 그들이 이해이해이해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it wa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1)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것을 이해이해이해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Jesus has accomplished for you? 



 3

제제제제 3일일일일 : 에베소서 3:5-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3:5–7 
 
1. 에베소서 3:5b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신비신비신비신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In Ephesians 3:5a what did Paul state about the mystery of Christ? 
 

 

a. 이 신비신비신비신비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에베소서 3:5a절  
How was this mystery revealed?  Ephesians 3:5b 

 

 

b. 이 신비신비신비신비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To whom was this mystery revealed? 

 

 

(1) 사도행전 11:18절에서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에게 계시된 신비신비신비신비를 밝히십시오.  
From Acts 11:18 identify the mystery revealed to the apostles. 

 

 

(2)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신 사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 
니까? 마태복음 13:16-17절도 보십시오.    What is your response to the fact that God has 
now revealed such things to us? See also Matthew 13:16–17. 

 
 
 
2. 에베소서 3: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신비신비신비신비와 이방인들을 위한 그 내포된 의미에 대해 상세히 말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 관하여 선언했던 세 가지를 열거하십시오.            In Ephesians 3:6 Paul 
elaborated on the mystery of Christ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entiles.  List the three things Paul 
declared concerning them: 

a.  

 
b. 
 
c. 

 

(1) 이 일들은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복음복음복음에 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시사합 
니까? 로마서 1:16 절도 보십시오. These things were accomplished through the gospel.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the gospel? See also Romans 1:16. 

 

 

 

3. 복음복음복음복음에 관하여 바울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3:7c절  
With respect to the gospel, what did Paul become?  Ephesians 3:7a 

 

 

a.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선물선물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3:7b절 
What was the gift given to Paul?  Ephesians 3:7b 
 
 
(1) 아래의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왜 이 선물선물선물선물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였는지 설명하십시 

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cite why this gift was essential to his ministry: 
 
(a) 로마서 Romans 1:5 

 

(b)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3:10 

 

(c)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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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 선물선물선물선물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필수입니까?  
Why is this gift essential for every ministry? 
 
 

b.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능력능력능력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에베소서 3:7a절  
How was God’s power toward Paul described?  Ephesians 3:7c 

 

 

(1) 이것을 에베소서 1:19-20절과 연결하고 이것이 사역을 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의 능력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되는지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Ephesians 
1:19–20 and share how this encourages you concerning God’s ability to equip you for 
ministry. 

 
 
 
제제제제 4일일일일 : 에베소서 3:8-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3:8–9 
 
1. 에베소서 3:8a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3:8a, how did Paul view himself? 
 
 

a. 고린도후서 12:11c절과 디모데전서 1:12-15절을 사용하여 바울의 자기평가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2 Corinthians 12:11c and 1 Timothy 1:12–15 to remark on Paul’s self-assessment. 

 
 
 
2. 바울에게 주어진주어진주어진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3:8b절   

What was Paul given?  Ephesians 3:8b 
 
 

a. 바울이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전파전파전파전파하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3:8c절  
What was Paul to preach among the Gentiles?  Ephesians 3:8c 

 
 

(1) 이것을 골로새서 2:3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Colossians 2:3 and share your thoughts. 

 
 
3. 신비의신비의신비의신비의 교제교제교제교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갖는 교제의 축복을 공유한다 
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알게알게알게알게 하하하하기를기를기를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3:9절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emphasizes the fact that Jew and Gentile share in the 
blessings of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Christ. Why do you think Paul longed to make all 
see this? Ephesians 3:9 

 
 

a. 바울은 세상이세상이세상이세상이 시작될시작될시작될시작될 때부터때부터때부터때부터 있던 이 계획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3:9b절 
What did Paul state about this plan that was from the beginning of the ages?  Ephesians 3:9b 

 
 

b.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3:9a절 
What did Paul say about God?  Ephesians 3:9c 

 
 
4. 새 생명 번역본으로 에베소서 3:8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역과 연관된 영광과 겸손을 숙고하십 
시오. 모모모모든든든든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백성백성백성백성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가장가장가장가장 자격이자격이자격이자격이 없는없는없는없는 나나나나 이지이지이지이지만만만만,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에게에게에게에게 

유유유유용용용용한한한한 헤아릴헤아릴헤아릴헤아릴 수수수수 없없없없이이이이 많은많은많은많은 보물보물보물보물들들들들에에에에 대대대대해해해해 그그그그들에게들에게들에게들에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특권을특권을특권을특권을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은혜로은혜로은혜로은혜로 나에게나에게나에게나에게 

주셨습니다주셨습니다주셨습니다주셨습니다. Consider the glory and humility associated with such a ministry by reading 
Ephesians 3:8 in the NLT, Though I am the least deserving of all God's people, He graciously gave me 
the privilege of telling the Gentiles about the endless treasures available to them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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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울의 자기평가에 대하여 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How do you see the affect of this ministry on Paul’s self-assessment? 

 
 

b.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와 능력능력능력능력이 왜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God’s grace and power were necessary for Paul’s ministry? 

 
 

c. 다음에 관해 당신이 경험했던 면을 간단히 나누십시오.  
Briefly share a way you have experienced: 
 
(1) 당신의 삶 또는 사역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  

God’s grace in your life or ministry 
 
 

(2) 하나님의 능력능력능력능력  
God’s power 
 

 
제제제제 5일일일일 : 에베소서 3:10-13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3:10–13 
 

1. 에베소서 3:10절을 사용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Use Ephesians 3:10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도의도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3:10b절 

What was God’s intent in revealing these things?  Ephesians 3:10a 
 
 

(1)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이라는 단어는 다채로운다채로운다채로운다채로운 또는 다방면다방면다방면다방면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의도의도의도에 관해 
무엇을 암시합니까? The word manifold means variegated or many-sided. What does this 
suggest about God’s intent? 

 
 

(2) 이것을 로마서 11:33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Romans 11:33. What do you see? 

 
 

b. 누구를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이것이 알려지게알려지게알려지게알려지게 했습니까했습니까했습니까했습니까? 에베소서 3:10a절 
By whom might this be made known?  Ephesians 3:10b 

 
 

(1) 이것은 누구를 포함 합니까?  
Who would this include? 

 
 

c. 그것은 누구에게 알려지게알려지게알려지게알려지게 하였습니까? 에베소서 3:10b절  
To whom was it to be made known?  Ephesians 3:10c 

 
 

(1) 이것을 빌립보서 2:10-11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Philippians 2:10–11. Share your thoughts. 

 
  
 
2. 에베소서 3:11절로부터 하나님의 목적목적목적목적을 설명하십시오.  

From Ephesians 3:11 describe God’s purpose. 
 
 
3.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우리가 갖는 축복들에 대해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3:12절 

Comment on the blessings that are ours through faith in Christ.  Ephesians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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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은 당신이 기도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16절도 보십시오.  
How should this affect your approach to prayer? See also Hebrews 4:16. 

 
 

(1) 당신이 더욱 담대함담대함담대함담대함과 확신확신확신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누십시오.  
Sha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pray for with greater boldness and confidence. 

 
4.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사역에 비추어, 그는 에베소인들에게 무엇을 바바바바랐랐랐랐습습습습니까? 에베소서 3:13a절  

In light of Paul’s God-given ministry, what did he ask the Ephesians?  Ephesians 3:13a 
 
 

a. 사도행전 20:37-38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에베소인들과 갖었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왜 낙심치낙심치낙심치낙심치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Read Acts 20:37–38 to 
recall the relationship Paul had with the Ephesians. Why do you think they needed to be 
encouraged not to lose heart 

 
  
b. 에베소서 3:13b절에서 바울은 그의 환난들환난들환난들환난들에 관해 그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습니까?  

In Ephesians 3:13b what did Paul remind them about his tribulations? 
 

(1) 빌립보서 1:12절은 바울의 환난들환난들환난들환난들에 관한 그의 관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How does Philippians 1:12 amplify Paul’s perspective on his tribulations? 

 
 

(2) 바울의 관점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Paul’s perspective an example to you? 

 
 

제제제제 6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3:1-13절에 있는 아래의 절들로부터 바울의 관점에 관하여 말하십시오:  
From the following verses in Ephesians 3:1–13, comment on Paul’s perspective of: 

 

a. 자기 자신  himself (verses 1, 8a) 
 
 
b. 계시 the revelation  (verses 8b, 10) 
 

 
c. 그의 사명 his call (verses 7b, 9) 

 
 
d. 그의 상황들 his circumstances (verse 13) 

 
 
2. 에베소서 3:1-13절에 비추어 당신은 다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In light of Ephesians 3:1–13 how should you view: 
 

a. 당신 자신 yourself 
 
 

b. 당신의 사명 your call 
 
 

c. 당신의 현재 상황들 your present circumstances 
 
 

 

이이이이 은혜를은혜를은혜를은혜를 주신주신주신주신 것은것은것은것은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헤아릴헤아릴헤아릴헤아릴 수수수수 없는없는없는없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풍요함을풍요함을풍요함을풍요함을 전파하게전파하게전파하게전파하게 하려는하려는하려는하려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This grace was given, that I should preach 

among the Gentiles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3:8 



 

      
 

Ephesians 3:14–21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3:14-21절절절절 

 
Lesson 7 

 
제제제제 1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에베소서 3:1-13절의 공부로부터 당신이 받은 진리를 나누십시오.  

Share a truth you received from your study of Ephesians 3:1–13. 
 
 
2.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믿는 자로서 이 단순하지 
만 획기적인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더 생산적이며, 더 은혜스럽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인들을 위한 바울의 두번 째 기도였습니다.  Do you realize how 
much God loves you? It is essential that as a believer you grasp this simple, yet revolutionary 
truth! When we begin to fathom God’s love, we become more thankful, more productive, more 
gracious, more powerful in prayer, and greater witnesses of Jesus Christ. This is Paul’s request in 
his second prayer for the Ephesians. 
 

바울의 첫번 째 기도는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번 째 기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신령한 계시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필요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성경구절들을 읽고 핵심 부분에 밑줄을 치십시오.   
Paul’s first prayer was that the Ephesians might know God’s Person, plan, and power. In this 
second prayer Paul focused on the need for the Ephesians to know, by divine revelation, the love 
of God for them. Read and highlight the essence of the following passages: 

 

a. 에베소서 3:14-15  
Ephesians 3:14–15 

 
b. 에베소서 3:16-17  

Ephesians 3:16–17 
 

c. 에베소서 3:18-19   
Ephesians 3:18–19 

 
d. 에베소서 3:20-21   

Ephesians 3:20–21 
 

 
3. 이번 주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다 큰 계시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주께 구하십시오.  

As you do your lesson this week, ask the Lord to give you a greater revelation of His love. 
 
 
 
 

           이로이로이로이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내가내가내가내가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아버지께아버지께아버지께아버지께 무릎을무릎을무릎을무릎을 꿇고꿇고꿇고꿇고 비노니비노니비노니비노니. 
For this reason I bow my knees to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3:14 

©2013 Calvary Chapel Women’s Ministries—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http://women.cccm.com 



 2

제제제제 2일일일일 : 에베소서 3:14-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3:14–15 
 

1.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 전에 그는 이로이로이로이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라는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3:9절을 다시 보시고 무엇을 인함인지인함인지인함인지인함인지 밝히십시오. 에베소서 3:14a절 Before Paul prayed 
a second time for the Ephesians he used the phrase, For this reason. Review Ephesians 3:9 to 
identify this reason.  Ephesians 3:14a 

 
 

a.   왜 이이이이로로로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라는 구절이 기도에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reason required prayer? 

 
 
2. 기도하는 바울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3:14c절  

What was Paul’s posture in prayer?  Ephesians 3:14b 
 
 

a. 바울의 자세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What does Paul’s posture convey to you? 

 
 
3. 바울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3:14b절  

How did Paul address God in prayer?  Ephesians 3:14c 
 
 

a. 이것을 마태복음 6:9절에 있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지시와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Jesus’ directive concerning prayer in Matthew 6:9. What do you see? 

 
 

b. 아래의 성경말씀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comment on God’s role in your life: 

 

(1) 마태복음   Matthew 6:8b 

 

(2) 로마서  Romans 8:15 

 
(3)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18 

 
 

(a) 이것이 기도에 관해 당신에게 교훈하는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this ministers to you concerning prayer. 

 
 
4. 바울은 에베소서 3:15절에서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What did Paul say about the Father in Ephesians 3:15? 
 
 

a. 바울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How did Paul describe believers? 

 
 

(1) 이 설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description is important? 

 
 
5. 오늘 공부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교훈합니까?  

What aspect of today’s study inspire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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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 에베소서 3:16-17a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3:16–17a 
 
1. 에베소서 3:16절을 사용하여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Use Ephesians 3:16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주시기주시기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에베소서 3:16d절  

What did Paul ask God to grant to the Ephesians?  Ephesians 3:16c 
 

 

b. 바울은 이것을 어떤 자원을 따라따라따라따라 구했습니까? 에베소서 3:16a절  
Paul asked for this according to what resource?  Ephesians 3:16b 

 
 

(1) 다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 풍요함풍요함풍요함풍요함을 설명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describe these riches: 
 
(a)   에베소서  Ephesians 1:7–8 
 
 

(b)  에베소서  Ephesians 2:7 

 

(c)   에베소서  Ephesians 3:8 
 

  

c. 바울은 누구를 통하여 그들이 강건하게강건하게강건하게강건하게 되기를 간청했습니까? 에베소서 3:16b절  
Through Whom did Paul request that they be strengthened?  Ephesians 3:16c 

 
 

(1) 이것이 왜 그렇게 적합한 것이었습니까? 스카랴 4:6절을 보십시오.  
Why was this so appropriate? See Zechariah 4:6. 

 
 

d. 에베소인들은 어디가 강건하게강건하게강건하게강건하게 되어야 했습니까? 에베소서 3:16c절  
Where did the Ephesians need to be strengthened?  Ephesians 3:16d 

 
 

(1) 이것이 왜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2:13절도 보십시오.   
Why do you think this was so important? See also Philippians 2:13. 

 
 

2.   에베소서 3:17a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What did Paul pray for the believers in Ephesians 3:17a? 

 

 

a. 로마서 10:8-9절을 사용하여 믿음믿음믿음믿음을을을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라는 구절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Romans 10:8–9 to remark on the significance of the phrase by faith.  

 
 

b. 헬라어로 거한다거한다거한다거한다는 단어는 영원한 집에 정착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래의 절들을 사용하여 이 
기도 요청에 대해 말하십시오. The word dwell in Greek suggests the idea of settling into a 
permanent home. Use the following verses to comment on this prayer request: 
 
(1) 요한복음   John 14:23 

 
(2) 골로새서 Colossians 3:16   

 
3. 왜 바울의 간구가 에베소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s requests were essential for the Ephesians? 
 
 

a. 왜 이 간구들이 당신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까?  
Why are these requests essential for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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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 에베소서 3:17b-1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3:17b–19 
 
1. 바울의 기도에 의하면 믿음믿음믿음믿음을을을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그리스도가 에베소인들의 마음마음마음마음 속에 거하시는 결과는 무엇이 
었습니까? 에베소서 3:17b 절  According to Paul’s prayer, what was the outcome of Christ 
dwelling in the Ephesians’ hearts through faith?  Ephesians 3:17b 

 
a. 그리스도의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 심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being planted in Christ’s love is important? 
 

b. 찰스 스펄젼의 다음의 인용문을 읽으십시오. 두두두두 가지가지가지가지 표현법이표현법이표현법이표현법이 사용되었사용되었사용되었사용되었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흙흙흙흙을을을을 붙잡붙잡붙잡붙잡고고고고 

바위바위바위바위 둘레를둘레를둘레를둘레를 휘휘휘휘감아감아감아감아 뒤집혀뒤집혀뒤집혀뒤집혀 질질질질 수수수수 없없없없는는는는 살아있는살아있는살아있는살아있는 나무같이나무같이나무같이나무같이 ‘뿌리를뿌리를뿌리를뿌리를 내린내린내린내린’; 토대의토대의토대의토대의 파손으로파손으로파손으로파손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장차장차장차장차 어떤어떤어떤어떤 금이나금이나금이나금이나 결함이결함이결함이결함이 결코결코결코결코 보이지보이지보이지보이지 않을않을않을않을 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완전하게 자리잡힌자리잡힌자리잡힌자리잡힌 건물같이건물같이건물같이건물같이 ‘터가터가터가터가 굳어진굳어진굳어진굳어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당신이 뿌리를뿌리를뿌리를뿌리를 내리고내리고내리고내리고 터터터터가가가가 굳굳굳굳어지게어지게어지게어지게할 필요성에 대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Read the following quote from Charles Spurgeon:  Two expressions are used:  
‘rooted’ like a living tree which lays hold upon the soil, twists itself round the rocks, and cannot be 
upturned: ‘grounded,’ like a building which has been settled, as a whole, and will never show any 
cracks or flaws in the future through failures in the foundation.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your need to be rooted and grounded in Jesus’ love? 

 
 
2. 에베소인들은 모든모든모든모든 성도들과성도들과성도들과성도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무엇을 하여야 했습니까? 에베소서 3:18b절 

What did the Ephesians need to do with all the saints?  Ephesians 3:18a 

 
3. 에베소서 3:18a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사사사랑랑랑랑의 범위를 적으십시오.  

Use Ephesians 3:18b to print the dimensions of God’s love. 

 
a. 이것을 로마서 8:38-39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Romans 8:38–39. Share your thoughts. 
 
 
4. 다음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사랑사랑사랑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comment on the love of God: 
 
a. 예레미야  Jeremiah 31:3 

 

b. 스파냐     Zephaniah 3:17 

 

c. 에베소서 Ephesians 2:4 

 
(1)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깨달깨달깨달을을을을 수수수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 

니까? Why do you suppose Paul felt compelled to pray that we might comprehend God’s 
love?  

 
5. 바울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사랑사랑사랑사랑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3:19a절  

What did Paul state concerning the love of Christ?  Ephesians 3:19a 

 
a.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6.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무엇으로 가득가득가득가득 차차차차기기기기를 기도했습니까? 에베소서 3:19b절   

What did Paul pray the Ephesians would be filled with?  Ephesians 3:19b 

 
a. 이 간구를 요한복음 1:16절과 연결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Link this request with John 1:16. What does this mea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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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 에베소서 3:20-2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3:20–21 
 

1. 에베소서 3:20b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행하행하행하실실실실 수수수수 있있있있는는는는 것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사용한 극치의 말을 쓰 
십시오.       From Ephesians 3:20a write the superlatives Paul used to emphasize what God is able 
to do: 
a.  
 
b. 
 
c. 
 

2. 아래의 절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행하실행하실행하실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어떻게 상세히 말합니까?  
How do the following verses amplify what God is able to do: 
 
a. 욥기  Job 42:2 

 

 

b. 이사야서 Isaiah 40:28–29 
 
 

 

c. 마가복음  Mark 10:27 
 
 

(1) 에베소서 3:16-19절에 있는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까? Considering the nature of Paul’s prayer requests in Ephesians 3:16–19, 
why is God’s ability so crucial? 

 
 

(2) 다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누십시오. Share how recognizing God’s ability affects your perspective concerning: 

 
(a) 당신의 현재 상황들    

your current circumstances 
 

(b) 당신의 기도 요청들   
your prayer requests 

  
3. 무엇을 따라따라따라따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에베소서 3:20a절  

According to what means will God accomplish these things?  Ephesians 3:20b 
 

a. 에베소서 1:19-21절을 읽고 이 능력능력능력능력에 대해 말하십시오.  
Read Ephesians 1:19–21 and comment on this power. 

 
 
 
b. 이 능력이 당신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역사함역사함역사함역사함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How are you blessed to know this power works in you? 

 
4. 에베소서 3:21절로부터 하나님께 드린 바울의 찬양의 선포를 쓰십시오.  

Write Paul’s declaration of praise to God from Ephesians 3:21. 
 
 

a. 이것이 교회교회교회교회의 임무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줍니까?  
What does this convey about the role of the church? 

 
5. 이 약속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당신의 삶의 특정한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specific area of your life where you need to apply these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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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이제이제이제이제 우리우리우리우리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역사하시는역사하시는역사하시는역사하시는 능력을능력을능력을능력을 따라따라따라따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것이나것이나것이나것이나 생각하는생각하는생각하는생각하는 모든모든모든모든 것보다것보다것보다것보다 훨씬훨씬훨씬훨씬 풍성하풍성하풍성하풍성하 

게게게게 행하실행하실행하실행하실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분께그분께그분께그분께, 에베소서 3:20절의 약속을 마음에 두면서 에베소서 3:16-19절로부터 
바울의 간구를 기록하십시오. List Paul’s requests from Ephesians 3:16–19 as you keep in mind 
the promise of Ephesians 3:20,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in us: 

 

a. verse 16 
 
 
 

b. verse 17a 
 
 
 

c. verse 17b 
 
 
 

d. verse 18 
 
 
 

e. verse 19a 
 
 
 

f. verse 19b 
 

 
 

(1) 위의 간구들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Choose one of the above requests and make it your own. 

 
 
 
2. 이 기도를 사용하여 당신이 아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Use this prayer to pray for someone you know.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교회교회교회교회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그분께그분께그분께그분께 영광이영광이영광이영광이 

모든모든모든모든 세세세세대대대대들들들들에에에에게게게게 영원무궁히영원무궁히영원무궁히영원무궁히 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 아멘아멘아멘아멘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o all generations, for ever and ever. Amen. 
에베소서    Ephesians 3:21 

 

 
 

 



 

         
    

Ephesians 4:1–16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4:1-16절절절절 

 
                                                                                                                                                Lesson 8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축복 받았던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were blessed by God’s love through your study last week. 
 
 
 
2.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놀랍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 안에 
확실히 행행행행할할할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1-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모든모든모든 겸손과겸손과겸손과겸손과 온유와온유와온유와온유와 오래참음과오래참음과오래참음과오래참음과 사랑사랑사랑사랑 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가운데서 서로서로서로서로 용납하용납하용납하용납하면서면서면서면서 이 부르심에 
들어가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강건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성경구절들로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적으십시오: God has placed an 
amazing call on each one of our lives! But how can we be sure to walk in that call? In Ephesians 
4:1–16 Paul laid out the pathway for the call of God. He stressed the necessity of entering this 
call with all lowliness and gentleness, with longsuffering,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Paul also 
emphasized that those in God’s call are to be strengthened and to strengthen others in the 
church. Have you entered God’s call? Are you strengthening others in God’s call? Note from the 
passages below how to walk in your call:  

 

a. 에베소서 4:1-6 
Ephesians 4:1–6 

 
b. 에베소서 4:7-10 

Ephesians 4:7–10 

 
c. 에베소서 4:11-13 

Ephesians 4:11–13 

 
d. 에베소서 4:14-16 

Ephesians 4:14–16 

 
3.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당신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Pray, asking God to prepare you to respond to His calling on your life. 

 
  
 
 
 

내가내가내가내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받은받은받은받은 그그그그 부르심에부르심에부르심에부르심에 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 행하되행하되행하되행하되. 
I … beseech you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with which you were called. 

에베소서 Ephesians 4:1 

©2013 Calvary Chapel Women’s Ministries—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http://women.ccc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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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에베소서 4: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4:1–6 
 

1.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에베소서 4:1a절 
How did Paul identify himself?  Ephesians 4:1a 

 
a. 이 신분이 이어지는 권고에 어떻게 신뢰성을 더해 줍니까?  

How does this identity add credibility to the exhortation that follows? 
 
2. 에베소서 4:1c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무엇을 하도록 권고권고권고권고했습니까?  

In Ephesians 4:1b what did Paul beseech the Ephesians to do?  
 

a. 에베소서 4:1b절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행함행함행함행함입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4:1c, what kind of walk is this?   

 
3. 에베소서 4:2-3절로부터 이 행함행함행함행함의 특성들을 말하고 열거하십시오:   

From Ephesians 4:2–3 list and comm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walk: 

a. 

b. 

c. 

d. 

e. 
(1) 당신은 이 특성들이 우리의 행함행함행함행함에 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ese characteristics are so vital to our walk? 
 
4. 에베소서 4:3절을 쓰면서 다시 숙고하십시오. 

Consider again Ephesians 4:3 by printing it here. 
 

a. 띠띠띠띠는 어떻게 지켜집니까?  
How is the bond to be kept? 

 
(1) 이 띠띠띠띠를 지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십시오.  

Suggest a few ways you could encourage this bond. 
 
5. 에베소서 4:4-6절을 사용하여 각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Use Ephesians 4:4–6 to complete each statement: 
 
a. 한한한한 one 

 

b. 한한한한 one 
 

c. 한한한한 one 
 

d. 한한한한 one 
 

e. 한한한한 one 
 

f. 한한한한 one 
 
g. 한한한한 one 
 

6. 바울은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강조강조강조강조하였습니까? 에베소서 4:6절 
What did Paul stress about God?  Ephesians 4:6 

 
 

a.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하나됨하나됨하나됨을 지향하는 격려입니까?  
How is this an encouragement towards Christian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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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4:7-10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4:7–10 
 

1. 우리우리우리우리 각자각자각자각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4:7a절 
What have each one of us received?  Ephesians 4:7a 

 
2. 에베소서 4:7b절에 따르면따르면따르면따르면 이 분량분량분량분량은 어떻게 주어주어주어주어졌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4:7b, how has this measure been given?   

 
a. 다음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받은 분량분량분량분량을 강조하여 보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highlight the measure we have received: 
 

(1) 요한복음 John 1:16 
 
 

(2)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9:8 
 
 

(a)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concerning your calling? 

 
 

b. 이것을 로마서 12:6a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Romans 12:6a. What do you see? 

 

 
3. 에베소서 4:8-10 절을 새 생명번역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성경성경성경성경에에에에 

이르시기를이르시기를이르시기를이르시기를 ‘그가그가그가그가 위로위로위로위로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셨을셨을셨을셨을 때때때때, 그는그는그는그는 사로잡힌사로잡힌사로잡힌사로잡힌 무리를무리를무리를무리를 이끄셨이끄셨이끄셨이끄셨고고고고 그의그의그의그의 백성들에게백성들에게백성들에게백성들에게 선물들선물들선물들선물들을을을을 

주셨다주셨다주셨다주셨다’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그런데그런데그런데그런데 ‘그그그그분이분이분이분이 올라가셨다올라가셨다올라가셨다올라가셨다’는는는는 말을말을말을말을 주주주주목목목목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이것은이것은이것은이것은 분명히분명히분명히분명히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 

또한또한또한또한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낮은낮은낮은낮은 세상으로세상으로세상으로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내려오셨다는내려오셨다는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의미입니다의미입니다의미입니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내려오신내려오신내려오신내려오신 바로바로바로바로 그분그분그분그분은은은은 온온온온 우주를우주를우주를우주를 

자신으로자신으로자신으로자신으로 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 하시려고하시려고하시려고하시려고 모든모든모든모든 하늘들하늘들하늘들하늘들 보다보다보다보다 더더더더 높높높높은은은은 곳에곳에곳에곳에 올라가신올라가신올라가신올라가신 바로바로바로바로 그그그그 분분분분이십이십이십이십니다니다니다니다.   
Read 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 of Ephesians 4:8–10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hat is why the Scriptures say, ‘When He ascended to the heights, He led a crowd of captives and gave 
gifts to His people. Notice that it says, ‘He ascended.’ This clearly means that Christ also descended to our 
lowly world. And the same One who descended is the One Who ascended higher than all the heavens, so 
that He might fill the entire universe with Himself.   

 

a.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4:8-9절 
What was Jesus’ activity after the cross?  Ephesians 4:8–9 

 
 
 

b. 에베소서 4:8절은 이 선물선물선물선물들들들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Ephesians 4:8 say about these gifts. 

 
 
c. 그분은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10절 

Why did He do this?  Ephesians 4:10 
 
 

(1) 이것을 골로새서 1:19, 2:9-10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Colossians 1:19, 2:9–10. What do you see? 

 
 
 
 

(2)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흡족함에 관하여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the sufficiency of your c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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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에베소서 4:11-13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4:11–13 
 

1. 예수님 자신자신자신자신이이이이 어떤어떤어떤어떤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에게에게에게에게 주신주신주신주신 부르심을 열거하고 간단히 정의하십시오: 
List and briefly define the calling Jesus Himself gave some to be: 
 
a.  

b.  

c. 

d. 

e. 
 

(1) 교회에서 이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이 함께 일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How do you see these gifts working together in the Church? 

 
(2) 이 은사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것이 왜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4:7절을 보 

십시오. Why is it necessary to remember these are gifts from Jesus? See 1 Corinthians 4:7. 
 
 
2. 에베소서 4:12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을 주신 두가지 목적을 말하십시오.  

From Ephesians 4:12 state the two purposes for which God gave these gifts. 
 
 

a. 에베소서 4:11절에 있는 부르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목적들을 성취합니까?  
In what way do the callings in Ephesians 4:11 fulfill these purposes? 

 

 

b. 이 목적들이 왜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몸몸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ese purposes are crucial to the body of Christ? 

 

c. 왜 당신의 은사들을  왜 사용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10절도 보십시오.  
Why should you use your gifts? See also 1 Peter 4:10. 

 

 

3. 에베소서 4:13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네가지 이유들을 밝혀보십시오:  
Use Ephesians 4:13 to identify the four reasons for God’s gifts: 

 

a. verse 13a절 
 
b. verse 13b절 

 

c. verse 13c절 
 

d. verse 13d절 
 

(1)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을 생각해 볼 때, 왜 이 이유들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 
까? When we consider God’s gifts to us, why should we be mindful of these reasons? 

 
(2) 새 생명 번역서에서 13절을 읽으면, 이것은이것은이것은이것은 우리우리우리우리 모두가모두가모두가모두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일과일과일과일과 아는아는아는아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하나하나하나가가가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주님주님주님주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성숙하여성숙하여성숙하여성숙하여 가고가고가고가고,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충만하고충만하고충만하고충만하고 온온온온전한전한전한전한데데데데 도달할도달할도달할도달할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계속될계속될계속될계속될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빌립보서 1:6 절을 사용하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말하십시오. In the NLT verse 13 reads, This will continue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in 
our faith and knowledge of God's Son that we will be mature in the Lord, measuring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Use Philippians 1:6 to comment on how this is mad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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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당신의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How are you stirred to use your gifts? 

 
 
 
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4:14-16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4:14–16 
 

1. 에베소서 4:14a절에 의하면 어린아이어린아이어린아이어린아이들들들들의 행위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4:14a, what characterizes the behavior of children?  

 
a. 에베소서 4:14b절로부터 이런 어린아이어린아이어린아이어린아이들들들들에게 제기되는 위험을 묘사하십시오.  

From Ephesians 4:14b describe the danger posed to these children. 
 
 

(1) 다음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어린아이어린아이어린아이어린아이들들들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briefly comment on the dangers children face: 

 

(a)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3–4, 14 
 
 

(b)  골로새서 Colossians 2:8, 18 
 

 

(c)   디모데전서 1 Timothy 4:1 
 
 

(d) 디모데후서 2 Timothy 3:6–7 
 
 

(2) 당신은 이 위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avoid these dangers? 
 

 

2. 이 위험들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무엇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까? 에베소서 4:15a절  
In light of these dangers, what did Paul exhort the Ephesians to do?  Ephesians 4:15a 

 
a. 요한복음 8:32절과 17:17절을 사용하여 이 위험들과 싸우는데 진리진리진리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십시오. Use John 8:32 and 17:17 to remark on how essential truth is to combat these 
dangers. 

 

 

 

b. 왜 진리진리진리진리가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15a절 
Why do you think truth should be communicated in love?  Ephesians 4:15a 

 

c. 우리가 이것을 할때 무슨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15b절 
What happens when we do this?  Ephesians 4:15b 

 

d. 영적 성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15c절 
What is the aim of spiritual maturity?  Ephesians 4:15c 

 
3. 에베소서 4:16절에서 그 몸몸몸몸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How is the body described in Ephesians 4:16? 
 
 

a. 이 설명으로부터 당신에게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stands out to you from this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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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각각각 부분부분부분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2:17-22절을 또한 보십시오. 
Why is every part essential? See also 1 Corinthians 12:17–22. 

 

 

 

 

 

 

(1)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c.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몸몸몸에서 그들의 역할에 관하여 다른 믿는자들을 격려하는데 이 성경구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use this Scripture to encourage another believer 
concerning their role in the body of Christ? 

 
 
 

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4:1-16절을 사용하여 부르심에부르심에부르심에부르심에 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것것것것에 대한 아래의 양상들을 요약하십 
시오: Use Ephesians 4:1–16 to summarize the following aspects of a walk worthy of the calling: 

 
a. 특성 (2-3절) 

Character (verses 2–3) 
 

 
 
b. 하나됨 (3-6, 16절) 

Unity (verses 3–6, 16) 
 
 

 
c. 은사들 (7, 11-12절) 

Gifts (verses 7, 11–12) 
 
 
 

d. 성숙 (14-15절) 
Maturity (verses 14–15) 

 
 
 
 
 
 
 
 
 

 
우리우리우리우리 모두가모두가모두가모두가 믿음의믿음의믿음의믿음의 하하하하나나나나됨과됨과됨과됨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아는아는아는아는 지지지지식의식의식의식의 하하하하나됨나됨나됨나됨에에에에 도달하게도달하게도달하게도달하게 되고되고되고되고,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되어되어되어되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충만하심의충만하심의충만하심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에까지분량에까지분량에까지분량에까지 이르게이르게이르게이르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Till we all come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perfect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4:13 



 

     
 

Ephesians 4:17–32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4:17-32절절절절 

 
Lesson 9 

 
제제제제 1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공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교훈이나 생각을 받았습니까?  
What specific lesson or thought did you receive from the study last week? 
 
 
 

2. 고린도후서 5: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누구든지누구든지누구든지누구든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있으면있으면있으면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피조물이라피조물이라피조물이라피조물이라. 옛옛옛옛 

것들은것들은것들은것들은 지나갔으니지나갔으니지나갔으니지나갔으니, 보라보라보라보라,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이것이것이것이 새롭게새롭게새롭게새롭게 되었도다되었도다되었도다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분을 알기 전 우리의 이전 삶의 방식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옛 삶은 무익무익무익무익과과과과 무지무지무지무지와와와와 거짓거짓거짓거짓으으으으로 특징 지워졌지만, 이제 우리의 새 삶은 목적과 지혜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In 2 Corinthians 5:17 Paul declared, Therefore, if any man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old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Our life in Christ is to have a stark 
contrast to our former way of life before we knew Him.  Our old life was marked by futility, 
ignorance, and lying; our new life now has purpose, wisdom, and truth.   
 

에베소서 4:17-32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것처럼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행치행치행치행치 
않않않않도록도록도록도록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옛 행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행실을 대조했 
습니다. 아래의 절들을 읽고 당신에게 교훈하는 구절들에 밑줄을 치십시오. In Ephesians 4:17–32 
Paul exhorted the believers to no longer walk as they did before they knew Christ. Paul then 
contrasted the old behavior with the new behavior in Christ. Read the passages below and 
highlight any phrases that minister to you: 
 

a. 에베소서 4:17-19     
Ephesians 4:17–19 

 
b. 에베소서 4:20-24 

Ephesians 4:20–24 
 

c. 에베소서 4:25-29 
Ephesians 4:25–29 
 

d. 에베소서 4:30-32 
Ephesians 4:30–32 

 
3. 이번 주 당신의 공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분의 영으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In preparation for your study this week, write a prayer 
asking God to renew your mind by His Spirit. 
 
 
 

     너희너희너희너희 생각의생각의생각의생각의 영영영영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새롭게새롭게새롭게새롭게 되어되어되어되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에베소서 Ephesians 4:23 

©2013 Calvary Chapel Women’s Ministries—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http://women.ccc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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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 에베소서 4:17-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4:17–19 
 

1. 부르심에부르심에부르심에부르심에 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에베소서 4:1 절)는 바울의 이전 권고에 비추어, 그는 에베소인들이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하지하지하지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할 증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에베소서 4:17a절 In light of Paul’s previous 
exhortation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Ephesians 4:1), what did he testify that the Ephesians 
should no longer do?  Ephesians 4:17a 

 
a. 바울은 이 권고가 주님의 권위로부터 왔음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aul made it clear that this exhortation came from the authority of the Lord. 
Why do you think he emphasized this? 

 
 
2. 에베소서 4:17b절에 의하면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행합니까행합니까행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4:17b, how do the rest of the Gentiles walk? 
 
 

a.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3. 에베소서 4:18절을 사용하여 그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의 생각생각생각생각을 설명하십시오.  

Use Ephesians 4:18 to describe the mind of the Gentiles. 
 
 

a.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was at the heart of their condition?  

 
 
b. 이 묘사를 로마서 1:21-23절과 관련 짓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description with Romans 1:21–23 and share your thoughts. 
 
 
 
 
4. 에베소서 4:19a절은 이방인들에 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What does Ephesians 4:19a state about the Gentiles?  
 
 

a. 그 결과로 그들 자신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베소서 4:19b절  
As a result, how do they conduct themselves?  Ephesians 4:19b 

 
(1) 이 행위는 로마서 1:28-31절과 어떻게 유사합니까?  

How does this behavior compare to Romans 1:28–31? 
 
 
 
 

(2)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생각을 나누십시오.  
Share your overall impression of the unbeliever’s condition. 

 
 
5. 에베소인들이 그들의 예전에 행했던 것을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행하지행하지행하지행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함이 왜 중요합니까?  

Why was it important that the Ephesians no longer walk as they once did?  
 
 

a. 당신의 행위행위행위행위가 왜 예수님 없이 행하는 자들과 뚜렷한 대조가 있어야 합니까?  
Why should your walk have a sharp contrast to those withou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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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 에베소서 4:20-2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4:20–24 
 

1. 에베소서 4:18절에 비추어 바울은 에베소서 4:20절에서 어떤 대조를 강조했습니까?  
In light of Ephesians 4:18 what contrast did Paul emphasize in Ephesians 4:20? 

 
 
2. 그렇다면, 당신은 실로실로실로실로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배웠습니까배웠습니까배웠습니까배웠습니까? 에베소서 4:21b절  

So how indeed have you learned Christ?  Ephesians 4:21a 

 
a. 누가복음 6:47-48절을 사용하여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Use Luke 6:47–48 to comment on the importance of this. 
 
 
 
3. 진리진리진리진리는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에베소서 4:21a절 Where is truth found?  Ephesians 4:21b 

 
a.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6절도 보십시오.  

Why is it essential to keep this in mind? See also John 14:6. 
 
 
4. 그리스도에게그리스도에게그리스도에게그리스도에게서서서서 배운배운배운배운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벗어벗어벗어벗어 버려야버려야버려야버려야합니까? 에베소서 4:22b절  

As those who have learned Christ, what are we to put off?  Ephesians 4:22a 

 
a.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합니까? 에베소서 4:22a절 Why are we to do this?  Ephesians 4:22b 

 
(1) 당신이 개인적으로 벗어벗어벗어벗어 버려야버려야버려야버려야할 옛옛옛옛 사람사람사람사람의 모습을 설명하십시오. 누가복음 9:23 절도 

보십시오.  Describe an aspect of the old man you must personally put off. See also Luke 
9:23. 

 
5. 아래의 절들로부터 너희너희너희너희 생각의생각의생각의생각의 영영영영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새롭게새롭게새롭게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에베소서 4:23절). 

From the verses below comment on being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Ephesians 4:23): 
 

a. 로마서 Romans 12:2 

 
b.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0:5b 

 
c. 베드로전서 1 Peter 1:13 

 
(1) 잠언 23:7a절을 사용하여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파악해 보십시오.  

Use Proverbs 23:7a to grasp why this is crucial.  

 
6. 에베소서 4:24절을 사용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Use Ephesians 4:24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무엇을 입어야입어야입어야입어야 합니까?   

What is to be put on? 

 
b.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창조되창조되창조되었습니까?   

How was this man created? 

 
(1) 새새새새 사람사람사람사람은 옛옛옛옛 사람사람사람사람보다 왜 더 뛰어납니까?   

Why is the new man superior to the old man? 

 
(2) 이것을 고린도후서 4:16절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2 Corinthians 4:16 and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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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 에베소서 4:25-2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4:25–29 
 

1. 에베소서 4:25-29 절에서 바울은 옛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행행행행함함함함을 대조 
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강조하면서 아래의 도표를 채우십시오.  In Ephesians 4:25–29 Paul 
contrasted the old patterns of life with the new way to walk in Christ. Fill in the chart below to 
underscore the differences: 

 
 

Ephesians 4 
 

옛 방식       Old Way 
 

 

새 방식         New Way 
 

이유             Reason 

 

verse 25 
   

 

verses 26–27 
   

 

verse 28 
   

 

verse 29 
   

 

2. 믿는 자는 왜 옛 방식을 벗어벗어벗어벗어 버리고버리고버리고버리고 새 방식을 입어야입어야입어야입어야 합니까합니까합니까합니까?  
Why should a believer put off the old ways and put on the new? 

 
a. 이 새 생활 방식을 위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에베소서 3:20절과 빌립보서 4:13절도 
보십시오.  Where does the power for this new lifestyle come from? See also Ephesians 3:20 
and Philippians 4:13. 

 
3. 새 생명 번역본에서 에베소서4:26-27절을 읽으면, 화가화가화가화가 당신을당신을당신을당신을 지배하게지배하게지배하게지배하게 두므로두므로두므로두므로 죄를죄를죄를죄를 짓지짓지짓지짓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해가해가해가해가 지도록지도록지도록지도록 노여움을노여움을노여움을노여움을 품고품고품고품고 있지있지있지있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왜냐하면왜냐하면왜냐하면왜냐하면 노여움은노여움은노여움은노여움은 마귀마귀마귀마귀에게에게에게에게 설설설설 땅땅땅땅을을을을 주기주기주기주기 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경고가 됩니까? 히브리서12:15절도 보십시오.  Ephesians 4:26–27 in the 
NLT reads, Don’t sin by letting anger control you. Don’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for anger gives a foothold to the devil. How is this a warning to you? See also Hebrews 12:15. 

 
 
 
4. 에베소서 4:29a절의 지시를 야고보서 3:5-10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e instruction of Ephesians 4:29a with James 3:5–10. What do you see? 
 

 
a. 잠언 4:23절과 마태복음 12:34b-35절을 사용하여 입입입입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Use Proverbs 4:23 and Matthew 12:34b–35 to find a solution for a mouth problem?  
 

 
 
b. 세워줌세워줌세워줌세워줌은 높이높이높이높이다다다다 또는 격려하다격려하다격려하다격려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다른 믿는 자로 인해 세움을 받았던 때를 
나누십시오. Edification means to build up or encourage. Share a time you were edified by 
another believer.   

 
(1) 당신은 다른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은혜를은혜를은혜를 끼치겠습니까끼치겠습니까끼치겠습니까끼치겠습니까?  

How would you impart grace to another beli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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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 에베소서 4:30-32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4:30–32 
 

1. 에베소서 4:30절 새 생명 번역본으로부터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당신이당신이당신이당신이 사는사는사는사는 방식으로인해방식으로인해방식으로인해방식으로인해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거룩한거룩한거룩한거룩한 영을영을영을영을 슬프게슬프게슬프게슬프게 하지하지하지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기억하십시오기억하십시오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그분께서그분께서그분께서 당신을당신을당신을당신을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자녀로자녀로자녀로자녀로 밝히밝히밝히밝히 

셨고셨고셨고셨고, 구속의구속의구속의구속의 날에날에날에날에 당신이당신이당신이당신이 구원될구원될구원될구원될 것것것것을을을을 보증보증보증보증하하하하셨습니다셨습니다셨습니다셨습니다.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Ephesians 4:30 NLT: And do not bring sorrow to God’s Holy Spirit by the way you live. Remember, He 
has identified you as His own, guaranteeing that you will be saved on the day of redemption: 

 

a. 우리가 하지하지하지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할할할할 것것것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30a절  
What are we not to do?  Ephesians 4:30a 

 
b.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거룩한거룩한거룩한거룩한 영을영을영을영을 슬프게슬프게슬프게슬프게 하는 행위를 상기키 위해 4일날의 도표를 복습하십시오.  

Review the chart on the 4th Day to cite the behavior that causes sorrow to God’s Holy Spirit. 
 

c. 우리는 왜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거룩한거룩한거룩한거룩한 영영영영을 슬프게슬프게슬프게슬프게 하기를 원치원치원치원치 않습니까않습니까않습니까않습니까? 에베소서 4:30b절  
Why do we not want to bring sorrow to God’s Holy Spirit?  Ephesians 4:30b 

 
2. 에베소서 4:31절을 사용하여 우리가 버려야버려야버려야버려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Use Ephesians 4:31 to list and briefly describe the things we are to put away: 
 

a.  
 

b. 

 

c. 
 

d. 
 

e. 
 

f. 
 

(1)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버려야버려야버려야버려야 합니까? Why should a Christian put these away? 

 
(2) 당신은 이것들을 버리는버리는버리는버리는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suggest putting these away? 

 
3. 에베소서 4:32a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설명하십시오. 

Use Ephesians 4:32a to list and comment on what should characterize a Christian: 

a. 

b. 

c. 
  

(1)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 시키는 방법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to incorporate these into our lives. 

 
4.  에베소서 4:32b절에 의하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4:32b, why are we to forgive? 

 

a. 마태복음 18:21-35절을 사용하여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Use Matthew 18:21–35 to comment on the importance of forgiveness. 

 
 
b.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용서에 대하여 어떻게 본이 되십니까?   

How is Jesus an example to you of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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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4:17-32절로부터 아래의 구절들을 사용하여 다음에 관한 특성을 강조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verses from Ephesians 4:17–32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a. 옛옛옛옛 사람사람사람사람     the old man  
 

(1) verses 17b–19 
 
 
 
 
(2) verse 22 

 
 

(3) verse 31 
 
 
 

b. 새새새새 사람사람사람사람   the new man 
 

(1) verses 23–24 
 
 
 
(2) verse 25 

 
 
 

(3) verse 26 
 
 
 
(4) verse 28 
 
 
 
(5) verse 29 
 
 
 
(6) verse 32 

 
 
 
2. 당신은 왜 새새새새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입기입기입기입기를 원하십니까?  

Why do you desire to put on the new man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서로서로서로서로 친절하고친절하고친절하고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다정다감하며다정다감하며다정다감하며, 서로서로서로서로 용서하되용서하되용서하되용서하되,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용서하신용서하신용서하신용서하신 것것것것 같이같이같이같이 하라하라하라하라.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에베소서 Ephesians 4:32 



 

      
 

Ephesians 5:1–14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5:1-14절절절절 

 
Lesson 10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 새새새새 사람사람사람사람에 관하여 당신이 받은 특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What particular lesson did you receive last week about the new man?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십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육신 
의 아버지를 본받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사랑스런사랑스런사랑스런사랑스런 자녀자녀자녀자녀로서로서로서로서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본본본본 받는받는받는받는 자들자들자들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자들로서 우리는 빛빛빛빛과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행행행해야해야해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1-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래의 성경구절을 읽으시고 각 구분에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열거하십시오: Our Father in heaven is loving, gracious, and righteous! Just as 
children imitate and follow their earthly fathers, so as God’s dear children we are to be imitators of 
God. This means, as believers, we are to walk in love and light. In Ephesians 5:1–14 Paul provided 
specific instructions for both how to and how not to walk after God. Read the passages below 
and cite the do’s and don’ts of each section: 

 

a. 에베소서 5:1-2 
Ephesians 5:1–2 
 

 
b. 에베소서 5:3-7 

Ephesians 5:3–7 
 
 

c. 에베소서 5:8-10 
Ephesians 5:8–10 
 

 
d. 에베소서 5:11-14 

Ephesians 5:11–14 
 
 
3.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Ask the Lord to help you to be an imitator of God.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사랑받는사랑받는사랑받는사랑받는 자녀들로서자녀들로서자녀들로서자녀들로서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본받는자들이본받는자들이본받는자들이본받는자들이 되라되라되라되라.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as dear children. 
에베소서 Ephesian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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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에베소서 5:1-2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5:1–2 
 

1. 에베소서 5:1절로부터 믿는자들에게 한 바울의 권고를 쓰십시오.  
Write Paul’s exhortation to the believers from Ephesians 5:1. 

 
 
 

a. 에베소서 5:1a절에서 바울은 믿는자들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How did Paul refer to believers in Ephesians 5:1b? 

  
 

(1) 왜 이것이 에베소서 5:1b절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까?  
Why is this a reason to obey the command of Ephesians 5:1a? 

 
 

(2) 에베소서 5:1절과 베드로전서 1:14-17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Ephesians 5:1 with 1 Peter 1:14–17. What do you see?  

 
 
 
 
 
 
2. 에베소서 5:2c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행행행행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5:2a, how are we to walk? 
 
 

a.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본보기가 됩니까? 에베소서 5:2b절 
How is Christ an example of this?  Ephesians 5:2b 

 
 

(1) 이러한 사랑사랑사랑사랑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13절도 보십시오.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kind of love? See also John 15:13. 

 
 
 
3.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사랑사랑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2b절  

What was God’s perspective on Christ’s demonstration of love?  Ephesians 5:2c 
 
 
 

a. 이것을 이사야 53:10-11절과 연결시켜 보시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Isaiah 53:10–11 and share your thoughts. 

 
 
 
 
 
 

b.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사랑사랑사랑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perspective on Christ’s demonstration of love? 

 
 
4. 왜 사랑사랑사랑사랑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1-3절을 또한 보십시오. 

Why do you think love is emphasized? See also 1 Corinthians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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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5:3-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5:3–7 
 

1. 에베소서 5:3-4절로부터 바울이 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 합당하지합당하지합당하지합당하지 않않않않다고다고다고다고 밝힌 행실을 작성하십시오:  
From Ephesians 5:3–4 list the behavior that Paul declared was not fitting for saints: 

 

1.) 
 

2.) 
 

3.) 

4.) 
 

5.) 
 

6.) 
 

a. 왜 이 유형의 행실들이 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 합당하지합당하지합당하지합당하지 않습니까않습니까않습니까않습니까?  
Why are these types of behaviors not fitting for saints? 

 
 

b. 오히려오히려오히려오히려, 바울은 무엇이 합당한합당한합당한합당한 행실이라고 밝혔습니까? 에베소서 5:4b절  
Rather, what did Paul declare to be fitting behavior?  Ephesians 5:4b 

 
 

 
(1)  왜 이것이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성도들에게 합당하다합당하다합당하다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is fitting for saints? 
 
 

(2) 어떻게 이것이 위에 작성한 행실을 못하게 막는데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this helps prevent the behavior listed above?  

 
 
2. 에베소서 5:5절로부터 믿는자들로서 우리가 아는아는아는아는 진리를 말하십시오.  

From Ephesians 5:5 state the truth that we as believers know. 
 
 

a. 이 지식에 관해 무엇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에베소서 5:5b절 
What is so serious about this knowledge?  Ephesians 5:5b 

 
 
3. 새생명 번역에서 에베소서 5:6절을 읽으면, 이이이이 죄들을죄들을죄들을죄들을 변명하려는변명하려는변명하려는변명하려는 자들에자들에자들에자들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속지속지속지속지 말라말라말라말라, 이는이는이는이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진노가진노가진노가진노가 그분을그분을그분을그분을 순종하지순종하지순종하지순종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임하기임하기임하기임하기 때문이라때문이라때문이라때문이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속임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 5:20절을 또한 보십시오. In the NLT Ephesians 5:6 reads, Don’t be fooled 
by those who try to excuse these sins, for the anger of God will fall on all who disobey Him. How do you 
see this deception in the world today? See also Isaiah 5:20. 

 
 

a. 믿는자들이 바울의 경고를 유의하는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for believers to heed Paul’s warning? 

 
 
4.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까? 에베소서 5:7절 

Therefore, what did Paul exhort the believers to do?  Ephesians 5:7 
 
 

a. 이것과 고린도전서 15:33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1 Corinthians 15:33. What do you see? 

 
 

b. 시편 1:1절로부터 바울의 지시를 유의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쓰십시오.  
Note from Psalm 1:1 practical ways to heed Paul’s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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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에베소서 5:8-1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5:8-10 
 

1. 우리는 한때한때한때한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5:8a절 
What were we once?  Ephesians 5:8a 

 
a.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지금지금지금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5:8b절 

But now what are we?  Ephesians 5:8b 

 
b. 이런 상황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행행행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8c절 

Since this is the case, how are we to walk?  Ephesians 5:8c 

 
(1) 이것을 마태복음 5:14-16절과 연결시켜 보시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Matthew 5:14–16 and share your thoughts. 
 
 
 
2. 에베소서 5:9절로부터 빛의빛의빛의빛의 자녀자녀자녀자녀들들들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열매열매열매열매를 기록하고 설명하십시오: 

From Ephesians 5:9 record and comment on the fruit that characterizes children of light: 
a. 

b. 

c. 
 

(1) 왜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ese are essential? 

 
(2) 왜 이 열매열매열매열매가 성령성령성령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Why is this fruit only possible by the Spirit? 

 
3. 빛의빛의빛의빛의 자녀들자녀들자녀들자녀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에베소서 5:10절 

As children of light what are we to do?  Ephesians 5:10 
 
 

a. 다음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뻐하시기뻐하시기뻐하시는 행실 몇가지를 쓰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note some of this acceptable behavior: 

 

(1) 로마서 Romans 12:1–2 
 

   
(2) 로마서 Romans 14:17–18 
 

 
(3) 디모데 전서 1 Timothy 2:1–3 

 
 

(a) 이 행실이 어떻게 빛빛빛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반영합니까?   
How does this behavior reflect walking in the light? 

 
 
4. 데살로니가전서 5:4-5절에 따르면, 왜 우리가 빛빛빛빛 가운데 행해행해행해행해야 합니까?  

According to 1 Thessalonians 5:4–5, why should we walk in the light? 
 
 
 

a. 주님을주님을주님을주님을 기쁘시기쁘시기쁘시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입증된 것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다른점을 
보십니까? What difference do you see between proving what is acceptable to the Lord from 
what is 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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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5:11-14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5:11–14 
 

1. 에베소서 5:7절과 5:11a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습니까? 
Link Ephesians 5:7 with Ephesians 5:11a. What did Paul seek to emphasize? 

 
 

a. 바울이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9-13절을 보십시오.  
Who do you think Paul is talking about? See 1 Corinthians 5:9–13. 

 
 
 
 
 

b. 바울은 어두움의어두움의어두움의어두움의 일들일들일들일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에베소서 5:11절 
How did Paul describe the works of darkness?  Ephesians 5:11 

 
 

(1) 이것을 로마서 6:21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Romans 6:21. Share your thoughts. 

 
 

c. 헬라어에서 드러나드러나드러나드러나다다다다라는 말은 책망책망책망책망하다하다하다하다 혹은 바바바바르게하르게하르게하르게하다다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서 6:1절과 연결시키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에베소서 5:11b절  
In Greek, the word expose means to reprove or correct. Connect this with Galatians 6:1 and 
briefly explain how to deal with sin.  Ephesians 5:11b  

 
 
2. 왜 우리는 어두움의어두움의어두움의어두움의 일들일들일들일들에 대한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12b절 

Why should we not even speak of the works of darkness?  Ephesians 5:12a 

 
a. 어두움의 일들을 어떻게 행했행했행했행했습니까?에베소서 5:12a절 

How are the works of darkness done?  Ephesians 5:12b 

 
(1) 비록 이 일들을 이 방법으로 행했행했행했행했지만, 히브리서 4:13절에서 어떤 위로를 찾습니까? 

Although these things are done this way, what comfort do you find in Hebrews 4:13? 
 
 
3. 새 생명 번역서에서 에베소서 5:13절을 읽으면,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악한악한악한악한 의도는의도는의도는의도는 빛이빛이빛이빛이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비비비비칠칠칠칠 때때때때 

드러날드러날드러날드러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왜 이것이 빛빛빛빛 가운데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자들에게 위안이 됩니까? 마태복음 10:26절도 보십 
시오. In the NLT Ephesians 5:13 reads, But their evil intentions will be exposed when the light shines 
on them.  Why is this a comfort to those who walk in the light? See also Matthew 10:26. 

 
 

a. 이것이 빛빛빛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경고가 됩니까?  
How is this a warning to those who are not walking in the light? 

 
 
4. 에베소서 5:14절로부터 어두움어두움어두움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한 하나님의 초대를 기록하십시오. 

From Ephesians 5:14 record the invitation of God to those in darkness.  
 
 

a. 이 초대를 이사야 60:1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invitation with Isaiah 60:1. What do you see? 

 
b. 하나님의 빛빛빛빛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됩니가?  

How are you encouraged to come fully into God’s light? See Joh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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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5:1-14절로부터 아래의 구절들을 사용하여 (어두움, 빛)의 사람들의 특성들을 쓰십시오: 
Use the following verses from Ephesians 5:1–14 to note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are: 

 

a. 어두어두어두어두움움움움 darkness: 
 

(1) verses 3–4a절 
 

 
(2) verse 5절 
 

 
(3) verse 6b절 
 

 
(4) verse 11a절 
 

 
(5) verse 12절 

 
 

b. 빛빛빛빛 light: 
 

(1) verse 2a절 
 

 
(2) verse 4b절 
 

 
(3) verses 8b–10절 
 

 
(4) verse 13절 

 
 
 
2.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하도록행하도록행하도록행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 받았습니까?  

How are you motivated to walk in love? 
 
 
 
 
3. 빛빛빛빛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행행행행 하도록하도록하도록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 받았습니까?  

How are you motivated to walk in the light? 
 
 
 
 
 
 

무엇이무엇이무엇이무엇이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기쁘시게기쁘시게기쁘시게기쁘시게 할할할할 것인지것인지것인지것인지 입증하라입증하라입증하라입증하라. 

Finding out what is acceptable to the Lord. 
에베소서 Ephesians 5:10 



 

      
 

Ephesians 5:15–21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5:15-21절절절절 

 
Lesson 11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에 공부한 아래의 제목들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What did you glean from your study last week about: 
 
a.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 행함Walking in love 

 
 

b. 빛빛빛빛 가운데 행함Walking in the light 
 

 

2.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생명으로생명으로생명으로 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 문은문은문은문은 좁고좁고좁고좁고 또또또또 그그그그 길이길이길이길이 
협소하여협소하여협소하여협소하여 그그그그 길을길을길을길을 찾는찾는찾는찾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적음이니라적음이니라적음이니라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14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혹 
과 시련과 영적 대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신령한 능력 
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령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풍성 
하게 공급됩니다. The Christian walk is not an easy walk. Jesus said, Because narrow is the gate and 
difficult is the way which leads to life, and there are few who find it (Matthew 7:14). Christians deal with 
temptations, trials, and spiritual opposition. Therefore, divine power is absolutely essential for a 
victorious and fruitful walk! The divine power we need is bountifully supplied to us by the 
Spirit of God.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 행함행함행함행함이라는 단어를 일곱번 사용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행위를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5:15-21절에서 바울은 승리 
하는 크리스천의 (삶)행함행함행함행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주신 필수의 능력에 관해 썼습니다.  
이 필수의 공급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의 각 성경구절로부터 주된 생각이나 교훈을 쓰십시오:  
Paul used the word walk seven times i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He chose this word to 
describe the conduct believers should have. In Ephesians 5:15–21 Paul wrote about the essential 
power God has given through His Spirit for a victorious Christian walk. As you consider this 
essential supply, write the main thought or instruction from each of the passages below: 
 
a. 에베소서 Ephesians 5:15–16 

 

b. 에베소서 Ephesians 5:17 
 

c. 에베소서 Ephesians 5:18 
 

d. 에베소서 Ephesians 5:19–21 
 

3. 당신에게 그의 성령을 채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으십시오.  
Take a moment to ask God to fill you with His Spirit. 

 
 

오직오직오직오직 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 충만하라충만하라충만하라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에베소서 Ephesians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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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에베소서 5:15-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5:15–16 
 
1. 어두움어두움어두움어두움보다는 빛빛빛빛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5:8-11절) 는 바울의 권면에 근거하여, 그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행행행하도록하도록하도록하도록 계속 권면했습니까? 에베소서 5:15a    Based on his exhortation to walk in the 
light, rather than darkness (Ephesians 5:8–11), how did Paul continue to exhort the believers to 
walk?  Ephesians 5:15a 

 
a. 헬라어로 행함은 주의주의주의주의 깊게깊게깊게깊게 또또또또 열심열심열심열심히히히히 사는사는사는사는 것것것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믿는 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 the Greek this means to live carefully and diligently. Why do you 
think this is necessary for believers? 

 
 

b.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15b절 
How were the believers not to walk?  Ephesians 5:15b 

 
 

(1) 이것은 이 세상의 행위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is denote about the conduct of this world? 

 
 
2. 이와 대조하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15c절 

By contrast, how were the believers to conduct themselves?  Ephesians 5:15c 
 
 

a. 에베소서 5:16a절에 따르면, 이 지혜는 어떻게 특징되었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5:16a, how is this wisdom characterized? 

 
 

(1) 새 생명 번역에서 이 구절을 모든모든모든모든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최대한최대한최대한최대한 이용하이용하이용하이용하라라라라 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보십니까? In the NLT this phrase is rendered,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How do you see the wisdom of this? 

 
 

(2) 이것을 로마서 13:11-14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Romans 13:11–14. What do you see? 

 
 
 
 
3. 왜 시시시시간간간간을 사서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5:16b절 

Why is it important to redeem the time?  Ephesians 5:16b 
 
 

a. 바울 시대에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진리가 됨을 어떻게 보십 
니까? This was undoubtedly true in Paul’s day. How do you see this to be true in our day? 

 
 

(1) 이것을 마태복음 24:4-12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과 연결시켜 보시고 당신 
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Jesus’ description of the last days in Matthew 
24:4–12 and share your thoughts. 

 
 
 
b. 개인적으로, 왜 믿는 자들이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ersonally,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believers to redeem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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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5:1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5:17 
 
1. 그그그그 날들이날들이날들이날들이 악하다악하다악하다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17a절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ays are evil, what are we not to do?  Ephesians 5:17a 

 
a. 이것을 잠언 9:10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Proverbs 9:10. Share your thoughts. 

 
b. 빌립보서 2:15절은 이 날들날들날들날들에서 우리의 행동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Philippians 2:15 say about our conduct in these days? 

 
2.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이해이해이해이해 할 것입니까? 에베소서 5:17b절 

Rather, what are we to understand?  Ephesians 5:17b 

 
a. 에베소서 1:17-18절과 골로새서 1:9절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 이해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주목 
하십시오? Using Ephesians 1:17–18 and Colossians 1:9 note how we are to receive this 
understanding. 

 
 
 
b. 다음 성경 구절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주님의주님의주님의주님의 뜻뜻뜻뜻을 쓰십시오:  

From the following Scriptures, note the general will of the Lord for all believers: 
 
(1) 로마서 Romans 12:2 

 
 

(2)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4:3 
 
 

(3)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5:18 
 
 

(a)   이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당신에게 말합니까?  
Which of these instructions speaks to you the most? 

 
(b) 브라이언 목사님은, 당신이당신이당신이당신이 전전전전반반반반적인적인적인적인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을뜻을뜻을뜻을 순종할순종할순종할순종할 때까지는때까지는때까지는때까지는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삶을삶을삶을삶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특별한특별한특별한특별한 뜻을뜻을뜻을뜻을 알지알지알지알지 못할못할못할못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Pastor Brian says, Until you obey the general will of God, you won’t know 
the specific will of God for your life. Share your thoughts. 

 
 
3. 아래의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 
는지를 말하십시오: Use the Scriptures below to remark on how God reveals His specific will for 
our lives: 
 

a. 잠언 Proverbs 3:5–6 
 
 
b. 마태복음Matthew 6:33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뜻뜻뜻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What has God been ministering to you about His will for your life? 

 
(2) 왜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뜻뜻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Why do you want to discover God’s will for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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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에베소서 5:18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5:18 
 

1. 믿는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할 것입니까? 에베소서 5:18절  
As believers, what are we not to do?  Ephesians 5:18a 

  
 

a. 다음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술 취함의 결과들을 쓰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note the consequences of drunkenness: 

 

(1) 잠언 Proverbs 23:20–21 
 
 
(2) 잠언 Proverbs 23:29–35 
 
 
 
 
(3) 누가복음 Luke 21:34–35 
 
 
 

b. 왜 바울이 이 권면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 gave this exhortation? 

 
 

c. 에베소서 5:18b절에 의하면, 술 취함은 무엇을 하도록 이끕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5:18b, what does drunkenness lead to? 

 
 

(1)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버림받은버림받은버림받은버림받은, 음란한음란한음란한음란한 삶삶삶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술 취함에 관하여 
어떻게 경고가 됩니까?  In Greek this word means an abandoned, immoral life. How is this 
a warning concerning drunkenness? 

 
 
2. 술에술에술에술에 취하는취하는취하는취하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에베소서 5:18c절 

Instead of being drunk with wine, what are we to do?  Ephesians 5:18c 
 
 

a. 문장 구성으로는 계속해서계속해서계속해서계속해서 충만충만충만충만하게하게하게하게 됨을됨을됨을됨을 지적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grammar indicates continually being filled. Why do you think this is necessary? 

 
 

b. 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 충만충만충만충만하하하하게게게게 됨의 결과를 주목하고 요약하십시오.  
Observe and summarize the following results of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1) 사도행전 Acts 2:4–11 
 
 
 
(2) 사도행전 Acts 4:31 
  
 
(3) 사도행전 Acts 10:44–46 
 
 
 

3. 당신은 왜 계속해서 성령에성령에성령에성령에 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Why do you desire to be continually filled with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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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5:19-2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5:19–21 
 

1. 에베소서 5:19-21 절에서 바울은 성령성령성령성령으로으로으로으로 충만함충만함충만함충만함에 대한 몇가지 삶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19a절에 의하면, 성령충만한 믿는 자들은 서로서로서로서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In Ephesians 5:19–21 Paul 
described some of the outworking of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According to Ephesians 5:19a, 
how are Spirit-filled believers to speak to one another? 

 
a. 그들은 주께주께주께주께 어떻게 반응 할 것입니까? 에베소서 5:19b절 

How are they to respond to the Lord?  Ephesians 5:19b 

 
(1) 이것을 골로새서 3:16절과 연결시켜 보시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Colossians 3:16 and share your thoughts. 

 
b. 이러한 실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How do you think such practices would affect: 
 

(1) 다른 믿는자들과의 관계 
your relationship with other believers 

 
 

(2) 주님과의 관계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2. 에베소서 5:20절로부터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From Ephesians 5:20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감사감사감사드드드드려야려야려야려야  됩니까? 
How often are we to be giving thanks? 

 
b.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감사감사감사드드드드려야려야려야려야 됩니까? 

To Whom are we to be giving thanks? 
 

c.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감사드감사드감사드감사드려야려야려야려야 됩니까?  
For what are we to be giving thanks? 

 
(1) 감사를감사를감사를감사를 드리는드리는드리는드리는 것이 왜 승리의 행함행함행함행함에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giving thanks is essential to a victorious walk? 

 
3. 에베소서 5:21b절에 따르면, 성령에성령에성령에성령에 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 될될될될 때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5:21a, what is another result of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a. 다음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하는지 설명하고 주목하십시오: 
Note and comment on how the following Scriptures clarify this:  

 

(1) 마태복음Matthew 23:11 

 
(2) 갈라디아서 Galatians 5:13 

 
(3) 골로새서 Colossians 3:23 

 
b. 에베소서 5:21a절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From Ephesians 5:21b identify how we are to do this. 
 
4. 누군가를 성령성령성령성령 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 되기를 격려해 줄 수있는 방법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would encourage someone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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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5:15-21절로부터 아래의 구절들을 사용하여 믿는자들이 어떻게 행행행행 할 것인지를 설명하십 
시오: Use the following verses from Ephesians 5:15–21 to describe how believers are to walk: 

 

a. verse 15a절 
 
 
 

b. verse 16a절 
 
 

 
c. verse 17b절 
 
 

 
d. verse 19절 
 
 
 
 
e. verse 20절 
 
 
 
 
f. verse 21절 

 
 
 
2. 왜 성령의 능력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행함행함행함 (삶삶삶삶)에 필수입니까?  

Why i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essential to a victorious Christian walk? 
 
 
 
 
 
 
 

항상항상항상항상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에일에일에일에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름으로이름으로이름으로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곧곧곧곧 아버지께아버지께아버지께아버지께 감사를감사를감사를감사를 드리며드리며드리며드리며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5:20 



 

     
 

Ephesians 5:22–6:9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5:22-6:9절절절절 

 
Lesson 12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주의깊주의깊주의깊주의깊게게게게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것에 관한 지난 주 공부로 인해 어떻게 영감을 받았습니까?  

How are you inspired by last week’s study to walk circumspectly? 
 
 
2.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 우리의 대인관계에서조차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밀접한 관계에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길들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항상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사야 55:9a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들하늘들하늘들하늘들 

이이이이 땅보다땅보다땅보다땅보다 높음같이높음같이높음같이높음같이, 내내내내 길이길이길이길이 너희너희너희너희 길보다길보다길보다길보다 높으며높으며높으며높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와 능력도 약속하십니다.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역사하시는역사하시는역사하시는역사하시는 분은분은분은분은 하나님이시기하나님이시기하나님이시기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때문이니때문이니때문이니 그분은그분은그분은그분은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그분의그분의그분의그분의 선한선한선한선한 기쁘심에기쁘심에기쁘심에기쁘심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뜻을뜻을뜻을뜻을 두고두고두고두고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시느니라하시느니라하시느니라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13).  
God desires to be glorified in every area of our lives – even in 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t 
is in these close ties that God’s grace can be manifested. Though God’s ways are not always the 
easiest, they are always the best. In Isaiah 55:9a God says,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God also promises the grace and strength to do His 
will.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for His good pleasure (Philippians 2:13).  
 

에베소서 5:22-6:9 절에 바울은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질서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아래의 구절들을 읽고 각 구분으로부터 주된 생각이나 지시를 적으십시오.  
In Ephesians 5:22–6:9 Paul wrote about the attitude and order God desires in 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ad the passages below and record a key thought or instruction from each: 

 

a. 에베소서 5:22-24  
Ephesians 5:22–24 
 

b. 에베소서 5:25-33  
Ephesians 5:25–33 

 
c. 에베소서 6:1-4  

Ephesians 6:1–4 
 

d. 에베소서 6:5-9 
Ephesians 6:5–9 

 
 
3.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Ask the Lord to help you do His will from your heart.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의의의의 종으로서종으로서종으로서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마음으로부터마음으로부터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을뜻을뜻을뜻을 행하며행하며행하며행하며. 

As bondservant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the heart. 
에베소서 Ephesian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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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 에베소서 5:22-24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5:22–24 
 
1. 에베소서 5:22a절에서 아내들아내들아내들아내들을 향한 바울의 지시를 기록하십시오.  

From Ephesians 5:22a record Paul’s instruction to wives. 
 
 

a. 데이빗 구짘 목사님은, 복종은복종은복종은복종은 열등열등열등열등함함함함을을을을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침묵침묵침묵침묵을을을을 뜻하지도뜻하지도뜻하지도뜻하지도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복종은복종은복종은복종은 ‘사명사명사명사명 아래아래아래아래’에에에에 있음을있음을있음을있음을 뜻합니다뜻합니다뜻합니다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그리스도인의그리스도인의그리스도인의 결혼결혼결혼결혼 생생생생활활활활을을을을 향한향한향한향한 사명이사명이사명이사명이 있는데있는데있는데있는데, 그그그그 사명사명사명사명 

은은은은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순종하순종하순종하순종하고고고고 그분을그분을그분을그분을 영화롭게영화롭게영화롭게영화롭게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아내는아내는아내는아내는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나는나는나는나는 그그그그 사명사명사명사명 아래아래아래아래 내내내내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내려내려내려내려 놓을놓을놓을놓을 것입니것입니것입니것입니다다다다. 그그그그 사명은사명은사명은사명은 나의나의나의나의 개인적개인적개인적개인적인인인인 갈망보다갈망보다갈망보다갈망보다 더욱더욱더욱더욱 중요합니중요합니중요합니중요합니다다다다. 나는나는나는나는 내내내내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남편남편남편남편 아래아래아래아래 내려내려내려내려 놓고놓고놓고놓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결혼결혼결혼결혼 생활을생활을생활을생활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나의나의나의나의 삶을삶을삶을삶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계계계계신신신신 사명사명사명사명 아래아래아래아래 내내내내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내려놓고내려놓고내려놓고내려놓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입니것입니것입니것입니다다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신성한 
결혼을 사명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Pastor David Guzik says, Submission does not mean 
inferiority. As well, submission does not mean silence. Submission means ‘sub-mission.’ There is a 
mission for the Christian marriage, and that mission is obeying and glorifying God. The wife says, 
‘I’m going to put myself under that mission. That mission is more important than my individual 
desires. I’m not putting myself below my husband, I’m putting myself below the mission God has for 
our marriage, for my life.’ How do you see a godly marriage as a mission? 

 
 
b. 아내들아내들아내들아내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22b절 

To Whom are wives to do this?  Ephesians 5:22b 
 
 

(1) 이것을 골로새서 3:23-24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Colossians 3:23–24. What do you see? 

 
 
 
2. 복종복종복종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23a절 

What is the reason given to submit?  Ephesians 5:23a 

 
a. 에베소서 5:23b절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머리머리머리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according to Ephesians 5:23b? 

 
(1) 고린도전서 11:3절에서 나타난 권위의 순서를 적으십시오. 

List the order of authority presented in 1 Corinthians 11:3. 
 
 

(2) 순서는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Order does not imply inferiority. Why is order important? 

 
 

b. 그리스도께서는그그그그 몸몸몸몸에 어떤 역할을 더 하십니까? 에베소서 5:23c절  
What further role does Christ fulfill to the body?  Ephesians 5:23c 

 
c. 아래의 절들로부터 복종의 신성한 목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From the following verses comment on the divine purpose of submission: 
 
(1) 골로새서 Colossians 3:18 

 

(2) 베드로전서 1 Peter 3:1 

 
3. 교회가 그리스도께그리스도께그리스도께그리스도께 복종복종복종복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5:24a절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church to be subject to Christ?  Ephesians 5: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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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크리스챤 아내의 남편에 대한 관계가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어떻게 비추어져야 하겠습 
니까? How should the relationship of a Christian wife to her husband reflect the church’s 
relationship to Jesus? 

  
 
4. 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남편들남편들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까?  

Why does God ask Christian wives to submit to their husbands?  
 
 
 

제제제제 3 일일일일 : 에베소서 5:25-33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5:25–33 
 
1.  에베소서 5:25a절에서 남편들남편들남편들남편들에게 준 바울의 명령을 기록하십시오.  

From Ephesians 5:25a record Paul’s charge to husbands. 

 
a. 여기서 사용된 단어 사랑사랑사랑사랑은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선택에 의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정의될 
수 있는  아가페아가페아가페아가페를 말합니다. 바울은 남편들남편들남편들남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The word for love 
used here is agape, which can be defined as self-denying love based on choice, no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What was Paul conveying to husbands? 

 
 

b. 에베소서 5:25b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한 그의 사랑사랑사랑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 
는지 설명하십시오. Use Ephesians 5:25b to describe how Christ demonstrated His love for 
His church.   

 
(1) 이것이 복종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보충합니까?  

How does this complement the wife’s role of submission?  

 
2.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위하여 자신자신자신자신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5:26절  

Why did Christ give Himself for the church?  Ephesians 5:26 
 

 

a. 이 단어단어단어단어의 강력한 영향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owerful effect of the word? 

 
 
3. 에베소서 5:2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나타내시기를나타내시기를나타내시기를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5:27, what does Christ desire to present?     
 
 

a. 이것을 유다서 24절과 계시록 19:6-8절과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Jude 24 and Revelation 19:6–8. Share your thoughts. 

 
 
 
4. 그리스도의 본을 마음에 두시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남편들남편들남편들남편들을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28절을 
읽고 바울의 권면에 대해 말하십시오. With Christ’s example in mind, Paul once again exhorted 
husbands. Read Ephesians 5:28 and comment on Paul’s exhortation. 

 
 
5. 에베소서 5:29-30절에서 바울이 남편남편남편남편들들들들은은은은 자기자기자기자기 아내아내아내아내를를를를 사랑하라사랑하라사랑하라사랑하라고 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From Ephesians 5:29–30 identify the reason Paul gave for husbands to love their own wives. 
 
 
6. 에베소서 5:31절에서 바울이 반복한 창세기 2:24절의 명령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command from Genesis 2:24 reiterated by Paul in Ephesians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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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이 결혼의 소중함을 어떻게 뒷바침합니까?  
How does this underscore the value of marriage? 

 
b. 에베소서 5:32절은 이 진리에 무엇을 더합니까?  

What does Ephesians 5:32 add to this truth? 
 
 
7. 에베소서 5:33절에서 바울이 재 강조했던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원칙들을 열거하십시오.  

Cite the two principles of marriage Paul re-emphasized in Ephesians 5:33. 
 
 

a. 크리스찬 결혼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Why do you think God’s order is essential to a Christian marriage? 
 
 

제제제제 4 일일일일 : 에베소서 6:1-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6:1–4 
 

1. 남편들남편들남편들남편들과 아내들아내들아내들아내들에 대해 말하고 난 후, 바울은 다른 가족 관계들을 다루었습니다. 자녀들자녀들자녀들자녀들에게 한 
그의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6:1절 After addressing husbands and wives, Paul dealt 
with other family relationships. What was his exhortation to children?  Ephesians 6:1 

 
 

a. 에베소서 6:2 절에서 바울은 십계명의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0:12 절로부터 이 
계명계명계명계명을 기록하십시오. In Ephesians 6:2 Paul quoted one of the Ten Commandments. Record 
this commandment from Exodus 20:12. 

 
 

b. 에베소서 6:3절로부터 이 계명의 약속약속약속약속을 적으십시오.  
Print the promise of this commandment from Ephesians 6:3. 

 
(1) 이 약속약속약속약속이 어떻게 자녀들을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됩니까?   

How is this promise a great motivation for children? 

 
2. 아비들아비들아비들아비들은 부모부모부모부모로 해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6:4a절에 의하면 부모들은 무엇 
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Fathers is a general term and can be translated parents. According to 
Ephesians 6:4a, what are parents not to do? 

 
a. 이것은 지나치게 모진 징계나 비판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21절과 연결하십 
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This refers to overly harsh discipline or a critical attitude. Link this 
with Colossians 3:21. What do you see? 

 
b. 오히려, 아비들아비들아비들아비들은(부모) 무엇을 해야합니까? 에베소서 6:4b절  

Rather, what are fathers (parents) to do?  Ephesians 6:4b 

 
(1) 아래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자녀양육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comment on parenting: 
 
(a) 신명기 Deuteronomy 6:7 

 
 
(b) 시편 Psalm 78:4–7 
 
 
 
(c) 잠언 Proverb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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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베소서 6:1-4절의 원칙이 아래의 것에 어떻게 유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How do you see the principles of Ephesians 6:1–4 as beneficial to: 
 
a. 우리의 사회 our society 

 
b. 당신의 가정 또는 당신 개인적으로 your family or you personally 

 
 
제제제제 5 일일일일 : 에베소서 6:5-9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6:5–9 
 
1. 종들종들종들종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주인들주인들주인들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고용자/ 
고용인의 관계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5절 Bondservants referred to those who 
voluntarily submitted to their masters. How could this compare with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hat exists today?  Ephesians 6:5 

 
 

a. 바울은 이 주인들주인들주인들주인들을 우리의 천상의 주인과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에베소서 6:5a절 
How did Paul distinguish these masters from our heavenly Master?  Ephesians 6:5a 

 
(1) 이것은 세상의 주인들주인들주인들주인들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전해줍니까? 누가복음 12:4절을 보십시오. 

What does this convey about the limitations of earthly masters? See Luke 12:4. 
 
 
2. 에베소서 6:5절로부터 크리스찬 종들의 특징들을 목록하십시오.  

List the marks of Christian servants from Ephesians 6:5: 
 
a.  

b.  

c. 
 
3. 종들종들종들종들은 어떻게 섬기지 말아야합니까? 에베소서 6:6a절  

How are bondservants not to serve?  Ephesians 6:6a 

 
a. 대조하여, 그들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에베소서 6:6b절  

By contrast, how should they serve?  Ephesians 6:6b  

  
4. 에베소서 6:6c-7절로부터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태도의 유형들을 적으십시오.  

From Ephesians 6:6c–7 note the type of attitude the Christian is to have.  
 
 

a.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런 태도를 갖도록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빌립보서 2:5-8절도 보십시오. 
How would you encourage someone to have this attitude? See also Philippians 2:5–8. 
 

 
 
5. 종들종들종들종들은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8절  

What should bondservants keep in mind?  Ephesians 6:8 

 
a. 이것을 마태복음 6:4절과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Connect this with Matthew 6:4. Share your thoughts. 

 
6. 에베소서 6:9(새생명번역본)절을 사용하여 주인들주인들주인들주인들의 올바른 행위에 대해 말하십시오: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종들을종들을종들을종들을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 대우하라대우하라대우하라대우하라.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위협하지위협하지위협하지위협하지 말라말라말라말라; 너희너희너희너희 모두모두모두모두 천상에천상에천상에천상에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주인을주인을주인을주인을 모시고모시고모시고모시고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그분께서는그분께서는그분께서는그분께서는 편애하편애하편애하편애하시지시지시지시지 않으신않으신않으신않으신다다다다는는는는 것을것을것을것을 기억하라기억하라기억하라기억하라.  Use Ephesians 6:9 (NLT) to comment 
on the proper conduct of masters: Treat your slaves in the same way. Don't threaten them; remember, 
you both have the same Master in heaven, and He has no favo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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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을 야고보서 5:4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James 5:4. What do you see? 

 
 
7. 오늘 당신이 공부했던 원칙들을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In what area of your life can you apply the principles you studied today? 
 
 
제제제제 6 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대인관계에 관한 바울의 지시들에서 그는 우리의 동기가 주님이어야 함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아래의 관계들에서 우리의 영적인 동기를 밝히는데 사용된 절들을 찾으십시오. In Paul’s 
instructions concer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e continually pointed to the Lord as our 
motivation. Find the phrase that Paul used to identify our spiritual motivation in the following 
relationships: 

 

a.    아내들아내들아내들아내들  - 에베소서 5:22 
wives – Ephesians 5:22 

 
 
b.    남편들남편들남편들남편들  - 에베소서 5:25 

husbands – Ephesians 5:25 
 

  
c. 자녀들자녀들자녀들자녀들  - 에베소서 6:1 

children – Ephesians 6:1 
 

 
d.  아비들아비들아비들아비들  - 에베소서 6:4 

 fathers – Ephesians 6:4 
 

 
e.  종들종들종들종들  - 에베소서 6:8 

bondservants – Ephesians 6:8 
 

 
f.  주인들주인들주인들주인들  - 에베소서 6:9 

 masters – Ephesians 6:9 
 
 
 
2. 이번 주 공부가 당신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었습니까?   

How have you been challenged by your lesson this week? 
 
 
 
 
 
 
   이는이는이는이는 각각각각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무슨무슨무슨무슨 선을선을선을선을 행하든지행하든지행하든지행하든지 종이나종이나종이나종이나 자유인을자유인을자유인을자유인을 불문하고불문하고불문하고불문하고  

주로부터주로부터주로부터주로부터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받을받을받을받을 줄을줄을줄을줄을 앎이니라앎이니라앎이니라앎이니라. 
Knowing that whatever good anyone does,  

he will receive the same from the Lord, whether he is slave or free. 
에베소서 Ephesians 6:8 



 

        
Ephesians 6:10–24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6:10-24 

Lesson 13 
제제제제 1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공부로부터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What interested you most from last week’s study? 
 

2.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영적영적영적 전쟁전쟁전쟁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 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실재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대항하여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영적영적영적 전쟁전쟁전쟁전쟁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 즉 정신적, 육체적, 또 감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부도덕한 생각 
들로 괴로움을 격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영적 활동에 실체적인 방해물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감정적인 면에 부딪힐 때, 믿는 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또 사랑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대항의 실권을 잡고 크리스찬을 대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술책들(책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확실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전쟁에 끝까지 대항하여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무기들을 사용함으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마귀의마귀의마귀의마귀의 술책에술책에술책에술책에 

대항하여대항하여대항하여대항하여 설설설설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전신갑옷을전신갑옷을전신갑옷을전신갑옷을 입으라입으라입으라입으라 (에베소서 6:11절).  
As a Christian you are no doubt familiar with the term spiritual warfare. This refers to the 
invisible, yet very real, assault waged against believers by demonic powers. Spiritual warfare 
manifests itself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 ment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There are 
times believers feel tormented by unscrupulous thoughts. Other times there are tangible 
obstacles to spiritual activity. When the warfare hits on an emotional level, believers can feel 
unloved, abandoned, and unloving. The devil is at the helm of spiritual opposition and has no 
lack of “wiles” (tactics) to employ against Christians. Yet, victory in Christ is assured and 
certain! How do believers persist against such warfare to ensure victory? They do so by using 
every spiritual piece of armor Christ has given us!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Ephesians 6:11). 
 

에베소서 6:10-24절에 바울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반대 세력의 본질에 대하여 에베소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반대 세력에 대항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 승리를 거둘 지를 그들 
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절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 꼭 공부해야 할 구절입니다. 아래의 구분으로부터 
당신이 영적영적영적영적 전쟁전쟁전쟁전쟁을 위해 준비할 주요 구절들을 선택하십시오.  
In Ephesians 6:10-24 Paul alerted the Ephesians to the nature of the opposition they were 
experiencing. He also instructed them on how to prepare and battle victoriously against this 
opposition. This passage is essential for every believer to study. From the sections below, select 
key phrases that will prepare you for spiritual warfare: 

 

a. 에베소서 Ephesians 6:10–13 
 

b. 에베소서 Ephesians 6:14–17 
 

c. 에베소서 Ephesians 6:18–20 
 

d. 에베소서 Ephesians 6:21–24 
 

3. 기도는 영적 승리에 있어서 필수이므로,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전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하 
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Since prayer is essential to spiritual victory, take time to pray as you lift 
every battle you face to God.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에베소서 Ephesians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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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 에베소서 6:10-13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6:10–13 
 
1.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의 마지막 지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에베소서 6:10절 As Paul began his final charge to the Ephesians, what did he exhort them to do? 
Ephesians 6:10 

 

a. 아래의 절들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적으십시오.  
Note the Lord’s strength from the following passages: 
 
(1) 출애굽기 Exodus 15:6 

  
(2) 역대상 I Chronicles 29:11–12 

 
(3) 예레미야 Jeremiah 32:17 

 
(4) 에베소서 Ephesians 1:19–23 

 
2. 에베소서 6:11c절에 의하면, 믿는자들은 무엇을 입어야입어야입어야입어야 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6:11a, what are believers to put on? 
 

a. 이 전신갑옷전신갑옷전신갑옷전신갑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도록도록도록도록 합니까?” 에베소 6:11b절 
What does this armor make us able to do? Ephesians 6:11b 

 

b. 우리는 어떤 세력에 대항하여 서야 합니까? 에베소서 6:11a절  
What forces are we to stand against? Ephesians 6:11c 

 

(1) 이것은 사탄의 계략에 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Satan’s tactics? 

 

3. 에베소서 6:12a절에서 밝힌 진리를 적으십시오. Print the truth declared in Ephesians 6:12a. 
 

a. 이것을 고린도후서 10:3-4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2 Corinthians 10:3–4. What do you see? 

  
 

(1)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crucial to remember this? 

 
b. 에베소서 6:12b절을 사용하여 우리가 대항하여대항하여대항하여대항하여 싸워야하는싸워야하는싸워야하는싸워야하는 세력들을 적으십시오.  

Use Ephesians 6:12b to list the forces we wrestle against. 

 
(1) 이 목록들 중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염려가 됩니까?   

What concerns you most from this list? 

 
4. 바울은 이 세력들을 저항저항저항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다시 진술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13a절 What did Paul restate that we must do to withstand these forces? Ephesians 6:13a 

 
a. 서 있는 것과 저항하는 것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차이점을 보십니까?  

What difference do you see between standing and withstanding? 

 
b. 바울은 우리가 악악악악한한한한 날날날날에 서서서서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투쟁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 
까? Paul described we stand in the evil day.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your 
struggles? 

 
c. 영적 반대 세력에 저항저항저항저항하고 서서서서 있기 위해 당신의 삶에 무엇을 해해해해야야야야 합니까?  

What must be done in your life to stand and withstand spiritual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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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 에베소서 6:14-1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6:14–17 
 
1. 에베소서 6:14-17절을 사용하여 아래의 도표를 완성하십시오.   

Use Ephesians 6:14–17 to complete the following chart: 
 

 

갑주/병기 
Armor/Weapon 

 

영적 개념 
Spiritual Representation 

 

 

어떤 목적을 보십니까? 
What purpose do you see?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How will you use it? 

 

a.  vs 14a 

     14a절 

   
 
 
 
 

 

b.  vs 14b 

     14b절 

   
 
 
 
 

 

c.  vs 15 

     15절 

   
 
 
 
 

 

d.  vs 16 

      16절 

   
 
 
 
 

 

e.  vs 17a 

     17a절 

   
 
 
 
 

 

f.  vs 17b 

    17b절 

   
 
 
 
 

 
2. 당신의 현재의 투쟁에 어떤 갑주의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까?  

Which piece of armor is most critical to your present struggle? 
 

 

a. 갑주갑주갑주갑주의 모든 부분을 입는입는입는입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to put on every piece of the armor? 

 
 
b.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 당신이 마귀를 저항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8-9절도 보십시오. How will being fully armed help you resist the devil? See also I Peter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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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 에베소서 6:18-2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6:18–20 
 
1. 에베소서 6:18a절에 의하면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갑주갑주갑주갑주를 입는 것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6:18a, what should accompany putting on the armor of God? 

 
a. 이것을 아래의 절들과 연결하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your thoughts: 
 
(1) 누가복음   Luke 11:9–10 

 
 

(2) 골로새서   Colossians 4:2 

 
(3)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5:17 

 
 

b. 바울은 믿는자들에게 기도기도기도기도에 관하여 어떤 지시를 더 주었습니까? 에베소서 6:18b절  
What further instructions did Paul give believers concerning prayer? Ephesians 6:18b 

 
c. 에베소서 6:18절로부터 모든모든모든모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던 것을 강조키 위해 빈 칸을 채우십시오. 

From Ephesians 6:18 fill in the blanks to underscore where the word all is mentioned: 
 
(1) 모든모든모든모든 with all     와 and     로 in the 

   안에서 
 
(2) 모든모든모든모든 for all the    위해 
 
(3)    모든모든모든모든 with all________________________와 and____________________깨어 있으라. 
 

(a) 이것이 기도기도기도기도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prayer? 

 
2. 바울은 또한 에베소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새 생명 번역본 
으로 에베소서 6:19-20절을 읽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또한또한또한또한 나를나를나를나를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기도해기도해기도해기도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나에게나에게나에게나에게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주셔서주셔서주셔서주셔서 이이이이 복음이복음이복음이복음이 유대인들과유대인들과유대인들과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 모두모두모두모두 다를다를다를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신비로운신비로운신비로운신비로운 계획임을계획임을계획임을계획임을 내가내가내가내가 담대히담대히담대히담대히 알릴알릴알릴알릴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구해구해구해구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나는나는나는나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사슬에사슬에사슬에사슬에 묶인묶인묶인묶인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대사로서대사로서대사로서대사로서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이이이이 메세지를메세지를메세지를메세지를 전하고전하고전하고전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분을그분을그분을그분을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마땅히마땅히마땅히마땅히 할할할할 

말을말을말을말을 계속해서계속해서계속해서계속해서 담대히담대히담대히담대히 전할전할전할전할 수수수수 있기를있기를있기를있기를 기도해기도해기도해기도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Paul also asked the Ephesians to pray for 
him personally. Read Ephesians 6:19–20 NLT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nd pray for 
me, too. Ask God to give me the right words so I can boldly explain God's mysterious plan that the Good 
News is for Jews and Gentiles alike. I am in chains now, still preaching this message as God's ambassador. 
So pray that I will keep on speaking boldly for Him, as I should. 

 
a.바울의 기도 요청들을 적으십시오.  List Paul’s prayer requests.  

 
 
(1) 당신은 그의 요청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어떤것을 발견합니까?  

What do you find note worthy about his requests? 

 
b.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밝혔습니까? 에베소서 6:20a절  

How did Paul identify himself? Ephesians 6:20a 
 

(1) 고린도후서 5:20절을 읽고 이 임무에 관해 말하십시오.  
Read 2 Corinthians 5:20 and comment on this role. 

 

3.   기도기도기도기도가 왜 영적 승리를 위해 필수입니까?  
Why is prayer essential for spiritual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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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 에베소서 6:21-24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6:21–24 
 
1.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투기고라 하는 사람을 보낸다고 알렸습니다. 에베소서 6:21a절과 골로새 
서 4:7절에서 바울은 투기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Paul informed the Ephesians that he was 
sending a man named Tychicus to them. How did Paul describe Tychicus in Ephesians 6:21a and 
Colossians 4:7? 

 
 

a. 바울은 투기고를 무엇을 하라고 보냈습니까? 에베소서 6:21-22절 
What did Paul send Tychicus to do? Ephesians 6:21–22 

 
 
 

(1) 투기고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Tychicus an example to you? 
 

 
2. 바울은 축복으로 이 서신을 끝맺었습니다. 에베소서 6:23-24절을 사용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 
십시오. Paul ended this letter with a blessing. Use Ephesians 6:23–24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이 축복들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Author of these blessings? 
 
 
b. 바울은 형제들형제들형제들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바랬습니까? 에베소서 6:23a절 

What did Paul desire for the brethren? Ephesians 6:23a 
 

 

(1) 이것을 에베소서 2:14절과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Ephesians 2:14. Share your thoughts. 

 
 

c. 사랑사랑사랑사랑에 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23b절  
What is to accompany love? Ephesians 6:23b 
 

 

(1) 바울이 왜 이들을 함께 연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15절도 보십시오.  
Why do you think Paul linked these together? See also Ephesians 1:15. 

 
 

d. 은혜은혜은혜은혜를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24b절  
Who are the recipients of grace? Ephesians 6:24a 

 
 

(1) 은혜은혜은혜은혜가 왜 축복입니까? Why is grace a blessing? 
 
 

(2)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사랑사랑사랑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24a절  
How are we to love the Lord Jesus Christ? Ephesians 6:24b 

 

 
3. 바울이 왜 그의 서신을 축복으로 끝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Paul ended his letter with a blessing? 
 

 
a. 당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What blessings do you desire from God for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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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에베소서 6:14-17절로부터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전신갑주전신갑주전신갑주전신갑주를 복습하고 각 부분들이 왜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하 
는지 나누십시오. From Ephesians 6:14–17 review the armor of God and share why you think each 
part is invaluable: 

 

a. 진리진리진리진리   
Truth 

 
 
b. 의의의의의의의의 흉패흉패흉패흉패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c. 화평의화평의화평의화평의 복음복음복음복음  

Gospel of peace 
 

 
d. 믿음의믿음의믿음의믿음의 방패방패방패방패  

Shield of faith 
 

 
e. 구원의구원의구원의구원의 투구투구투구투구  

Helmet of salvation 
 

 
f.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칼칼칼칼  

Sword of the Spirit 
 
 

 
2. 이 전신갑주전신갑주전신갑주전신갑주가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중요한 준비가 됩니까?  

How is this armor a great preparation for prayer? 
 
 
 
 
 
 

 
     끝으로끝으로끝으로끝으로 나의나의나의나의 형제들아형제들아형제들아형제들아, 주주주주 안에서와안에서와안에서와안에서와 그의그의그의그의 힘의힘의힘의힘의 능력능력능력능력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강건하라강건하라강건하라강건하라. 

Finally, m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에베소서 Ephesians 6:10 



 

     
 

Review of Ephesians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복습복습복습복습  

Lesson 14 
 
제제제제 1일일일일: 에베소서 1장을 읽으십시오. 
FIRST DAY:  Read Ephesians 1 
 

1. 지난 주 공부나 강의가 영적 전쟁을 위해 어떻게 당신을 준비시켜 주었습니까?  
How has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prepared you for spiritual warfare? 

 
 
 

 
2. 에베소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들을 뒤에 
두기 보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마리아는마리아는마리아는마리아는 이이이이 모든모든모든모든 말말말말을을을을 마음에마음에마음에마음에 간직하고간직하고간직하고간직하고 되새겼되새겼되새겼되새겼 

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누가복음 2:19절).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공부로부터 당신이 받은 모든 보물들을 복습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시작하십시오. 이 장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보물을 당신의 마음에 저장하기를 원하십니까?  Paul’s epistle to the Ephesians has given us 
a treasury of blessings from the Lord. Rather than leaving these treasures behind, let us aspire to 
be like Mary: Mary was treasuring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meditating on them (Luke 2:19 
HCSB). Take time this week to review and ponder all the treasures you received from your study 
in Ephesians. Begin by reading Ephesians Chapter 1. What treasures do you want to store in 
your heart from this chapter? 

 
 
 
  
 

a. 1장으로부터 어느 특별한 성경 구절을 당신 마음에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Which particular Scripture from Chapter 1 would you like to keep in your heart? 

 
 

 
 

3. 에베소서 공부로부터 찾아낸 모든 보물들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울리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Ask the Lord to remind you of all the treasures 
you gleaned from Ephesians that they might continue to resonate in your heart.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천상에천상에천상에천상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영적인영적인영적인영적인 복으로복으로복으로복으로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복복복복 주시는주시는주시는주시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곧곧곧곧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복되시도다복되시도다복되시도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에베소서 Ephesian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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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에베소서 2장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phesians 2 
 

1. 2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면이나 방법들로 당신에게 교훈을 주셨습니까?   
In what way or ways did the Lord minister to you through Chapter 2? 

 
 
 
 
 
 
2. 2장으로부터 어느 성경구절을 가장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Which Scripture from Chapter 2 do you most want to make your own? 
 
 
 
 
 
 
제제제제 3일일일일: 에베소서 3장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phesians 3 
 

1. 3장으로부터 어떤 진리나 진리들이 당신에게 가장 눈에 두드러집니까?  
What truth or truths from Chapter 3 stand out to you the most? 

 
 
 
 
 
 
 
2. 어느 성경구절을 당신의 마음에 붙잡아 두기를 원하십니까?  

Which Scripture do you want to hold in your heart? 
 
 
 
 
 
 
 
제제제제 4일일일일: 에베소서 4장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phesians 4 
 

1. 4장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많습니다. 당신은 이 장으로부터 어떤 교훈들을 취하시겠습니까?  
 Chapter 4 is rich with application for our lives. What lessons will you take away from this 

chapter? 
 
 
 
 
 
 
 
2. 당신은 어느 성경구절이나 구절들을 당신의 삶을 위해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Which Scripture or Scriptures do you want to lay hold of for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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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에베소서 5장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phesians 5 
 

1. 5장의 공부로부터 당신이 얻은 것으로 인해 축복 받은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were blessed by what you gained from your study in Chapter 5. 

 
 
 
 
 
 
2. 어느 성경구절이 당신의 마음에 울리기를 갈망하십니까?  

Which Scripture do you desire to resonate in your heart? 

 
 
 
 
 
제제제제 6일일일일: 에베소서 6장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ad Ephesians 6 
 

1. 6장으로부터 찾아낸 영감들을 간단히 열거하십시오.  
Briefly cite any insights you gleaned from Chapter 6. 

 
 
 
 
 
 
2.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특별한 성경구절을 선택하십시오. 

Choose a specific Scripture you want to apply to your life. 
 
 
 
 
 
 
3.   올해에 공부하신 모든것에 비추어 당신이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도록행하도록행하도록행하도록 어떻게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In light of all that you have studied this year, how are you encouraged to walk in the Spirit? 
 
 
 
 
 
 

끝으로끝으로끝으로끝으로 나의나의나의나의 형제들아형제들아형제들아형제들아,  

주주주주 안에서와안에서와안에서와안에서와 그의그의그의그의 힘의힘의힘의힘의 능력안에서능력안에서능력안에서능력안에서 강건하라강건하라강건하라강건하라. 

Finally, m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에베소서 Ephesians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