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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베소서 4:17-24 (Ephesians 4:17-24)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
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17 This I say therefore, and testify in the Lord, that ye henceforth walk not as other 
Gentiles walk, in the vanity of their mind, 
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
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18 Having the understanding darkened, be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through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because of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19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19 Who being past feeling have given themselves over unto lasciviousness, to work all 
uncleanness with greediness. 
20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 But ye have not so learned Christ; 
21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1 If so be that ye have heard him, and have been taught by him, as the truth is in 
Jesus: 
22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2 That ye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conversation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23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24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예레미야 13:23 (Jeremiah 13:23) 
“23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3 Can the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the leopard his spots? [then] may 
ye also do good, that are accustomed to do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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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5:17 (2 Corinthians 5:17)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I.                                사람의 본질 
  
 1.                      이 헛된 사람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

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17 This I say therefore, and testify in the Lord, that ye henceforth walk not as 

other Gentiles walk, in the vanity of their mind,) 

전도서 1:2 (Ecclesiastes 1:2) 

“2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 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로마서 1:21 (Romans 1:21)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 Because that, when they knew God, they glorified [him] not as God, neither 

were thankful; but became vain in their imaginations, and their foolish heart was 

darkened.) 

베드로후서 2:17 (2 Peter 2:17) 

“17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17 These are wells without water, clouds that are carried with a tempes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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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 the mist of darkness is reserved for ever.) 

 2.                      이 어두운 사람 
“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 

(18 Having the understanding darkened, …) 

로마서 1:21 (Romans 1:21)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 Because that, when they knew God, they glorified [him] not as God, neither 

were thankful; but became vain in their imaginations, and their foolish heart was 

darkened.) 

 3. 하나님의                      에서 떨어진 사람 
“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

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18 Having the understanding darkened, be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through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because of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19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19 Who being past feeling have given themselves over unto lasciviousness, to 

work all uncleanness with greediness.) 

 4.                       이 무뎌진 사람 
“19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19 Who being past feeling have given themselves over unto lasciviousness, to 

work all uncleanness with greediness.) 

“20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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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람의 본질 

 1. 옛 사람을                               . 
“22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2 That ye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conversation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2. 새 사람을                               . 

23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24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

으니 

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고린도후서 5:17 (2 Corinthians 5:17)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

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에베소서 5:8-9 (Ephesians 5:8-9) 
8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8 For ye were sometimes darkness, but now [are y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9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9 (For the fruit of the Spirit [is] in all goodness and righteousness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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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3:12-14 (Romans 13:12-14) 
12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

옷을 입자. 

12 The night is far spent, the day is at hand: let us therefore cast off the works of 

darkness, and let us put on the armour of light. 

13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

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3 Let us walk honestly, as in the day; not in rioting and drunkenness, not in 

chambering and wantonness, not in strife and envying. 

14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14 But put y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t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 the lusts [thereof]. 

갈라디아서 3:26-27 (Galatians 3:26-27) 
26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26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Christ Jesus. 

27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 For as many of you as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골로새서 3:12-17 (Colossians 3:12-17)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

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12 Put on therefore, as the elect of God, holy and beloved, bowels of mercies, 

kindness, humbleness of mind, meekness, longsuffering; 

13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

이 너희도 그리하며 

13 Forbearing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if any man have a quarrel 

against any: even as Christ forgave you, so also [do] ye.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14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which is the bond of perfec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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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the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ye thankful.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6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17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17 And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by him.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단하시거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이 ߙ
필요하신 분들은 661.886.0416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korean@lancasterbaptist.org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채플 건축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ߙ

 지난 주 건축헌금   ………………………………………………………………………………………   $651 
 12개월 믿음의 약정헌금 ………………………………………………………  $28,385.77/$61,402 

 5월  2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296,962.77 

  드림의 방법 ߙ

1) 문자 (TEXT) 헌금 : 661-250-6982 
2) 온라인 헌금 : giving.lancasterbaptist.org 
3) 우편 헌금: 4020 E.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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