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2020 

 

Lesson 5: 부모의 역할          에베소서 6 장 4 절                               전 선영             2/6/20 

 

1. 에베소서 6 장 4 절을 적어 보세요. 

    이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핵심어로 “양육”, 

“교훈(training, discipline)”, “훈계(admonition)”를 들 수 있습니다. 

 

가) 양육하라 

“양육”은 문자적으로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을 말하며 ‘성숙하도록 한다’, ‘잘 자라도록 

무언가를 제공하다’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나) 교훈 

이 단어는 사실상 ‘훈련’을 뜻하는 말로서, ‘규율과 징계를 사용한 엄한 교육’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먼저 부모님에게 도전이 되는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신을 기쁘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5 장 9 절을 적으세요. 

 

당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타인을 기쁘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1 장 10 절을 적으세요. 

 

당신의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시작됩니까?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 훈계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꾸짖다, 주의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가르침과 

교훈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1 장 7 절을 적어보세요. 

     

   2. 신명기 6 장 4-9 절은 자녀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있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 신명기 6 장 4 절: 

 



나) 신명기 6 장 5 절: 

 

다) 신명기 6 장 6 절: 

 

라) 신명기 6 장 7 절: 

 

마) 신명기 6 장 8-9 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관해 부모가 가져야 할 합당한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적어보세요. 

 

 

3.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부모가 조심해야 할 주의 사항을       

깨우쳐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참고:창세기 

25 장 28 절, 창세기 37 절, 데살로니가전서 2:11……) 

 

 

              골로새서 3 장 21 절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4.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서 훈계는 경고, 교정, 권고, 그리고 꾸짖음과 같은 실제적    

책망이 따라오며 이것은 징계의 사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예와 방법을 적어보세요.  

 

 

        다음 사항을 읽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가) 징계를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나) 징계는 창작력과 잠재력을 방해한다. 

다) 징계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 

라) 징계는 3 살을  넘어서면 안된다. 

마) 징계는 행동 교정에만 국한된 방법이다. 

바) 징계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여러분은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 지혜롭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분이나 기준에 따라 징계하십니까? 

 

         자녀를훈계함에 있어 여러분의 남편과 적극적으로 나누며 함께 합당한 역할을 수행합니까?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 지속해서 새로운 사안들을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징계를 통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십니까? 

 

 5. 자녀 양육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의 3 가지 사항을 읽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대해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당신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유명한 저자가 쓴 책에 제시된 자녀양육의 방법을  

따르는 것에 안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 당신을 짜증 나게 만드는 자녀의 문제 혹은 습관에서 그저 빨리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문제의 중심(마음을 다루는 일)을 다루길 원하십니까? 

 

다) 당신은 자녀의 마음을 다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빠지곤 합니까?  

 

6. 부모님은 중요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성경적 원리를   

   사용하여 자녀를 키워야 하며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 장 2 절: 

 

고린도후서 5 장 20 절: 

 

        당신에게 청지기의 직분과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 28:2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를 삼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며 용기를 주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기도와 함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