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여름 2019 

 Lesson 2: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   딤전 2:10, 11                     드보라 포     05/02/19 

  

사도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게된 동기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므로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리더쉽을 침범하고 문란하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이런 

저속한 행위와 불신앙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과  교인들을 바로 교훈 할 것을 서신합니다.     

  

1.  디모데전서 2:10, 11 절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에서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이 당면했던 문제와 연결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 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10, 11 –   

  
 
 

2.  여성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선언한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말과 행동이 일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여성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귀한 두가지는: 

    첫째: 마음의 태도는  “겸손” 해야하며  둘째: 그의 활동은  “봉사” 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남자의 지도와 보호 아래  이 두가지를 합한 “겸손한 봉사” 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 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역활을 반항하고 벗어날  때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들이 있는지 적으십시오. 

  

        가정: 

 

        교회: 

 

        사회: 

 
  
 

 4.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 했다면 그의 선언과  

     (                     ) 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                      ) 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할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               )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5.  사도행전 2:42 을 적으십시오.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 

순위는 오직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42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여자의 역할: 

6.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하급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도 남자와 똑같이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십계명에 

순중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축복을 남자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가)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구절을 적으십시오. 

             신명기 6:6 – 7: 

  

     나)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12 장;  신명기 12:10 – 12, 사무엘 상 1 장, 사무엘하 6 장 

 

     다) 남자의 목숨이나 여자의 목숨을 동등히 취급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28 – 32:  

 

     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똑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2: 

 

     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16:8 – 13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사기 13:2 – 5 _________________________                                        

 

      바)  남자나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7:67:   

 
 

그러나, 구약에서 여자는 리더로 봉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7.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여자가 지배자로서 역할을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가)  사사기 4 - 5 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리더로 세우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열왕기하 11 장을 읽고  ‘아달랴’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적으십시오. 

  
  



 

신약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역할:  

신약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영적인 면에서 똑같지만 하는 역할은 각각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8, 갈라디아서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나 남자나 리더 쉽에서 ‘하나’ 또는 ‘동등’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9,  아래 구절들을 읽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은혜주신 일들을 적으십시오. 

       가) 요한복음 4 장: 

       나) 마태복음  27:55 – 56:   

       다) 누가복음  10:38 – 42:   

       라) 누가복음  8:3   

       마)  마태복음  27:55, 56: 

       바) 마가복음  16:9; 요한복음 20:11 – 18: 

  

그러나, 신약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10. 구약에서 처럼 신약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여자를 예배 드릴때  리더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자 사도나 목사, 장로, 선생, 전도자로 세운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여자의 설교나 가르침을 기록한 곳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언” 이란 그리스 말로  “선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6 – 55 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므로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11.  당신은 남편의 위치를 무시하고 자신이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테이블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겸손히 남편께 봉사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