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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강해>-(25)
본문: 에베소서 5:25-33 (Eph. 5:25-33)

*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I. 자기를 (           )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엡 5:26-27)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5:25)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1.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희생을 (         )하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 자기 (          )을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주라
(엡 5:28-29)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II. 아내의 (           )을 감싸주라
(엡 5:26-27)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13:5, 7)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III. 아내를 향해서 (          )을 가지라

(계 7:9)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 7:14)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1. 아내의 분명한 회심과 (           ) 성장을 도와야 한다
(엡 5:26)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 (           )에게서 떠나야 한다
(창 2:24)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