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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3.에 5:15-6:4 

 

순종의 도 (5:15-6:4) 

The Way of Obedience 

 

5:15 “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하여  타락할 위험 

2.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지식의 사용; 원리의 적용  

3. 위험과 기회의 선택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 “세월을 아끼라”  

a. “세월”  time, opportunity 

b. “아끼라”  속량, to redeem, to buy back, buy up 

c. 시간(기회)을 최대화 하라 = making the most (or best) of the time 

2. “때가 악하니라”  시기, day, time  

3. 골로새서 4: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 5:16 의 세월을 아끼는 방법 

2.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 5:15 “지혜 없는” vs. without reason; senseless; ignorant, unlearned 

3. 반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will, wish, desire 

“이해하라, understand” = to know the facts with perception 

4. 시간과 인생을 사기, 도적질 당하지 말라. 반대로 시간과 기회를 극대화하라.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 “술 취하지 말라” 

2. “이는 방탕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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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 reckless living 

3.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돛이 바람에 찬 모습 

 

5:19-20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 인간관계(언어와 표현)의 변화  

2. 마음의 (방향의) 변화;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3.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감사 

4. 언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5:21-24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1. 경외의 대상  그리스도 

2. “피차 복종하라”  submit to, obey, be under the authority of 

3. 에베소서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4. 아내의 머리  남편 =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5. 아내  남편 = 교회  그리스도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1. 남편  아내 = 그리스도  교회  

2. 물과 말씀 (거룩: 성화)  온전한 교회로 세우심 (영광) 

 

5:28-30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1. 아내 사랑 = 자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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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사랑 =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 

3. 주님의 몸(교회)의 지체  

4. 베드로전서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 결혼의 정의 = 하나됨 

2. 비밀 = 그리스도와 교회 

3. 아내 사랑 = 자기 사랑  

4. 아내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1-4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