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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사람이 된 아내의 모습   <에베소서 강해>-(24)
본문: 에베소서 5:21-24 (Eph 5:21-24)

(엡 5: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골 3:18-22)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19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20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21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22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I. 순종은 (             )이 아니다

II. 남편의 (             )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엡 5: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엡 5: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고전 11:3)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고전 13: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III.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          ) 결정권을 준다는 뜻이다

(고전 14: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히 13:17)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 구체적인 실천사항

1.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         )주라

2. 가능한 (           )말을 사용하라

3.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는 말보다 (          )으로 섬기라

(벧전 3:1-2)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만으로도 그것은 사회에 훌륭한 간증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지속적이고 창조적이며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세상은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 게리 토마스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