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장 교재(6월)
가. 관찰질문

2) 진정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를 향한 자녀의 첫 번째 책임은 무엇입니까(1절)?

-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τιμάω(티마오) 인데 사전적인 의미가

-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가치를 매기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존중하다, 공경하
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매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

2) 부모를 향한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은 무엇입니까(2절)?

모를 평가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는 의미입니

- 부모를 향한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

다.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3:23 이하에 기록된 족

라”고 말씀합니다.

보를 보면 혈통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상위에는 하
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 족보의 근원은 하나님이

3) 성경적인 자녀관, 성경적인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십니다. 부모의 영적인 가치는 곧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므로 참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합니

셋째,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다.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4절)?
-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3) 성경적인 자녀관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당신이 깨닫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
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나. 나눔질문

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도록 부모에게 맡겨진 것

1)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

-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순종

가야 할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모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누구를 모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방할까요? 부모를 모방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 자녀는 독립적인

어떤 자질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어려서 부모를 모방하고 부모의 훈육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대로 순종하

아래 있지만 엄연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눅2:51).

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

그 순종을 통해 육신의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도

다.

기뻐하십니다(골3:20).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를 통해 당신이 깨닫고 느낀 바

가치로 성공하고 오래 살 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

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의 복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원한 기업과 영

-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원하

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3) 성경적인 자녀관을 당신의 자녀들과 벧엘교회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분노를 통제해 주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 분노를 통제하도록 잘 양육
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훈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첫째, 자녀들은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라는 말이며 교훈은 단지 말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이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통로로 부모를

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의 부모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자

다. 적용질문

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강요나 강압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

1)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와 교회의 모든 부모 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니라 설명과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지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해야 할 것입니다.

-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그 부모님들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정의 자녀들과 벧엘교회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지 적용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만약

- 첫째,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훈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생전에 나누어 주셨

다. 성경은 오히려 부모의 훈육을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잠13:14,

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잠23:13-14, 잠29:15) 매를 들라는 말은 ‘몽둥리를 들고 패라’는 말

리고 나아가 교회의 부모 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

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옮은 길로 안내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과 훈계
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나은

2)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며 적
용해 보세요.
- 3절에 부모 공경의 약속으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모두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