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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 관점 결혼은 인간의 계획과 디자인 → 경제적 실용적 목적

1. 결혼의정의와목적



United Nations view of “family”
인간이진화하면서, 가족과공동체의구조는물리적, 사회적생산조건에
적응한다 (중략)부모들은주변환경에서그들이감지한위험, 자녀들이
배웠으면하는기술들, 문화적경제적기대치에맞추어서자녀를양육한다. 
사회의기술, 가족구조, 사회적가치사이에굉장한상호작용이존재한다. 
(중략) 가족의 정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연해야한다. Walker와 Crocker에 따르면 가족 체계는 개인이
친밀하게 연관된 사회적 단위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족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1. 결혼의정의와목적

결혼→인간의필요에의해서만들어진
하나의사회적체계



성경 결혼 →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창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일부일처제 마

1. 결혼의정의와목적



결혼은 하나님 아래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세워진
남여사이의 평생 동반의 서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 결혼의정의와목적



1. 결혼의정의와목적

세속적관점 성경적관점

실용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적
체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남녀가 맺는 평생 동반의 언약



세속적 관점의 문제점

잘못된 동기
난잡한 성관계 잘못에 대한 보상

잘못된 형태의 결혼

1. 결혼의정의와목적



Tim Keller: 지난 한 세기간 사람들이 결혼을 개인적 성취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공동체에게 주는 안정된 결혼의 의무나 이익은 거의 생각하지
않음

1. 결혼의정의와목적



1. 결혼의정의와목적



결혼에대한세속적관점: 결혼에대한의구심↑ 희망↓ 

결혼에대한성경적관점의회복이필요

1. 결혼의정의와목적



2. 결혼의성경적기초

결혼은 하나님 아래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세워진
남여사이의 평생 동반의 서약



(1) 사랑의 서약

창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 2: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잠언 2:17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2. 결혼의성경적기초



(1) 사랑의 서약

ִרית בְּ ‘to cut a covenant’ (창 15:9-21)

2. 결혼의성경적기초



2. 결혼의성경적기초

결혼은 하나님 아래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세워진
남여사이의 평생 동반의 서약



(2) 동반자 (companionship)

창 2:18 여호와하나님이이르시되사람이혼자사는것이좋지아니하니
내가그를위하여돕는배필을지으리라하시니라
2:20 아담이모든가축과공중의새와들의모든짐승에게이름을주니라
아담이돕는배필이없으므로

결혼 - 서로를완성시키는관계

2. 결혼의성경적기초



(2) 동반자 (companionship)

≠ 획일화, 복제화

= 연합, 협력, 희생

창 2:24 이러므로남자가부모를떠나그의아내와합하여둘이한몸을
이룰지로다

2. 결혼의성경적기초



(2) 동반자 (companionship)

2. 결혼의성경적기초

동반

인지적

영적

일관계

감정



(3) 우선순위

창 2:24 이러므로남자가부모를떠나그의아내와합하여둘이한몸을
이룰지로다
→ 배우자에대한우선순위

≠ 모든관계단절, 책임이나의무회피, 가족포기, 지리적거리

2. 결혼의성경적기초



(3) 우선순위
1] 부모를떠나서
a. 의존적관계
b. 부모님에게주어진하나님의권위
c. 부모중심, 부모통제의생활방식
d. 부모님의허락에의존
e. 부모님을주된친구로여김

2. 결혼의성경적기초



(3) 우선순위
2] 여자와합하여
a. 부모와친구이자조언자관계로지냄
b.인생의결정에있어서모든책임을짐
c. 배우자의인생의모든영역에완전히접근할수있음
d. 배우자의의견과통찰과염려를가장중요하게여김

2. 결혼의성경적기초



(4) 순결
출 20:14 간음하지말라

잠언 5:16-17 어찌하여네샘물을집밖으로넘치게하며네도랑물을
거리로흘러가게하겠느냐그물이네게만있게하고타인과더불어
그것을나누지말라

히 13:4 모든사람은결혼을귀히여기고침소를더럽히지않게하라
음행하는자들과간음하는자들을하나님이심판하시리라

2. 결혼의성경적기초



(4) 순결

• 1953 Alfred Kinsey research
50% 남성 25% 여성 – 외도
•  1994년학술지
미국인 70%가결혼생활중일종의외도를한경험이있음
•  2005년통계
40%의미혼커플, 25%의부부가적어도한번의외도를경험함

2. 결혼의성경적기초



2. 결혼의성경적기초

순결
년 통계



2. 결혼의성경적기초

순결
생각
감정
행동

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결혼의성경적기초
순결



2. 결혼의성경적기초

순결
욕망 이 찾아올 때

싹부터 자르기 성적인 생각은 즉시 없애버려야하고 의로운 생각으로
대체해야한다

엡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본적인 행동 취하기 육적 욕망에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도록

골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창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2. 결혼의성경적기초

순결
욕망 이 찾아올 때

사랑으로 대항하기 욕망의 반대는 사랑

엡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의 우월성 현저함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첫번째 되심

엡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 결혼의성경적기초



그리스도의 우월성 현저함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첫번째 되심

골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 결혼의성경적기초



그리스도의 우월성 현저함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계속적으로 구함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교회 교제 봉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쁘시게 하려함

고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함
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 결혼의성경적기초



결혼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세워진

남녀사이의 평생 동반의 서약

언약관계 동반자 우선순위 순결
그리스도의

우월성



Marriage is for God.

결혼은 하나님을 위한 것



결혼은하나님을위한것. Marriage is for God.
Sweethearts for a life time, Wayne Mack
Marriage was intended to be a means by which Jesus Christ might be honored 
and exalted. Marriage, as Paul describes it, is not all about us; it should be all 
about Him.
결혼은 예수그리스도가 영광 받고 높여지는 수단이 되기 위해 의도되었다.
바울이 묘사하듯이, 결혼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결혼은 전부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First and foremost, a Christian marriage should exalt Christ. Husbands and 
wives must understand and be committed to this purpose-using their 
marriages as a vehicle through which Christ is honored and served and eternal 
work is accomplished.
가장 먼저는, 기독교인의 결혼은 그리스도를 높여야한다. 남편과 아내는 이
목적을 이해하고 이 목적에 헌신해야 한다, 그들의 결혼을 그리스도가
영광받으시며 섬김받으시며 그리고 영원한 사역이 완성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결혼은하나님을위한것. Marriage is for God.

Does your marriage cause other people to think about Christ?
Do others see you and your spous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think about 
Christ's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당신의 결혼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