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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9.골 3:18-4:1 

가정의 질서 (3:18-4:1) 

The Order of Households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 경제와 사상(문화)의 변화 

a. 전통(성경)적인 가정관 vs. 페미니즘(권리와 동등)  

b. 남성우월주위와 여성혐오(misogyny)  

2. 창조질서와 기능의 역할  

a. 창세기 1:26-27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22-24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1)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모양  사람: 남자와 여자 

2)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짐  소속  둘이 한 몸을 이룸  

=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부부와 성령   

b.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완전하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필요  

2)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심 

c. 타락의 결과 

창세기 3:16-19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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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함(desire) vs. 다스림(지배, rule)  갈등(tension)  

2) 여자: 마귀의 유혹 vs. 자신의 판단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  

3) 남자: 하나님의 말씀 vs. 속은 배필의 행동  저주, 수고와 고생, 죽음  

3. 복종(submission) vs. 주관(subjection)   

a. 정의 

1) 복종: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 

2) 주관: “the act or process of bringing someone or something under one's control” 

3) 차이: 강제 vs. 자원 = 북한 vs. 새마을 운동   

b. 부부의 관계 = 하나님과 아들 + 정부와 시민  

c. 에베소서 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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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강제 vs. 자원  

2) 질서: 아내의 머리  남편 =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3) 기능: 교회  그리스도 = 아내  남편  

4.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a. 주 안에서 가능한 관계 

b. “마땅하니라”  

1) 마땅하다: “이치로 보아 옳다”  

2) 원어: 맞다(fitting), 옳다(right) 

 

(3: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 아내의 기능 

a.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b. 돕는 배필(조력자)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c. 도울 배필(조력자)을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2. 남편의 역할 

a. 에베소서 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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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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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1) 아내 사랑 = 자기 사랑  

2) 스스로를 괴롭게하지 않는 지혜  아내 사랑 

b.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Do not be harsh with them” 

1) 원어: do not be bitter (harsh) towards them 

2) bitterness is “caused by or expressive of severe pain, grief, or regret” 

3) 감정(bitterness)  표현과 행동(being harsh)  

4) 유행어: 극혐(極嫌): 정도가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함 

3.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a. 에베소서 5:29-33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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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심 

c.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 = 하나됨의 비밀  

d. 창조 질서 = 교회의 질서 = 하나됨(oneness), 일치(unity), 조화(harmony)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1. 가정의 질서: 부모와 자녀  

a. 예수님의 예(누가복음 2:51-52)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b. 열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은혜)를 받음 

2. 하나님을 거부한 타락의 모습 

로마서 1:28-32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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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 말세의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1-5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4. 언약 안에 있는 약속(축복) 

에베소서 6:1-3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3: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1. 자녀와의 관계와 지혜  

에베소서 6:4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 노여움  낙심  

3. NLT: “they will become discouraged and quit trying”  

 

(3:22-25)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1. 가정의 질서: 주인과 종 

2. 순종과 성실  하나님과 사람(종)의 관계를 반영 

3. 상 vs. 보응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