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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에베소서 강해>-(23)
본문: 에베소서 5:15-21 (Eph. 5:15-21)

(잠 12:15)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잠 17:21)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 17: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I. (             )을 잘 사용해야 한다

(엡 5:16)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 (           )한 일을 먼저 하라

2. (           )되는 시간을 선용하라

3. 자신을 (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II. 하나님의 (          )을 깨달아야 한다

(엡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III. (           )으로 충만해야 한다

(엡 5: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엡 5:19-20)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엡 5:16)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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