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지혜로운 사람”
(A Wise Man)



철들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철
계절

들었다
그 계절에 나오는 과일이나 농

산물이 거둘 때가 되었다



(엡 5:15,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Eph 5:15, ESV)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not as unwise 
but as wise,



I. 어떻게 살지를 잘 살펴서 시
간을 아껴야 합니다(15-16).



(엡 5:15,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Eph 5:15, ESV)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not as unwise 
but as wise,



(엡 5:16, 새번역) 세월을 아끼십
시오. 때가 악합니다.

(Eph 5:16, ESV)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살아간다”

“walk”



“세월을 아끼라”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크로노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



(엡 1:8, 새번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Eph 1:8, ESV) which he lavished 
up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엡 1:9, 새번역) 그리스도 안에서 미
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Eph 1:9, ESV) making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purpose, which 
he set forth in Christ



(시 144:4, 새번역) 사람은 한낱 숨결
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
자와 같습니다.

(Ps 144:4, ESV) Man is like a 
breath; his days are like a passing 
shadow.



(눅 12:20, 새번역)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
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
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Lk 12:20, ESV) 'Fool! This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렘 29:13, 새번역) 너희가 나를 찾으
면, 나를 만날 것이다. 

(Jr 29:13, ESV)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II.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
달아야 합니다(17).



(엡 5:17, 새번역)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
지를 깨달으십시오.

(Eph 5:17, ESV)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막 14:36, 새번역)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
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
시오.“

(Mk 14:36, ESV) And he said,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for you. 
Remov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朝聞道夕死可矣’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요 4:34, 새번역)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
을 이루는 것이다.

(Jn 4:34, ESV)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



(마 26:42, 새번역) "나의 아버지, 내
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
대로 해주십시오.“

(Mt 26:42, ESV) "My Father, if 
this cannot pass unless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III.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
니다(18-20).



(엡 5:18, 새번역) 술에 취하지 마십
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
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Eph 5:18, ESV)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ebauchery,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엡 5:19, 새번역) 시와 찬미와 신령
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
시오.

(Eph 5:19, ESV) address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to the Lord with 
your heart,



(엡 5:20, 새번역)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Eph 5:20, ESV) giving thanks 
always and for everything 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