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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점을

갖는법

훌l 빼빼 q.삐-뼈빼삐뻐--삐빼빼빼빼빼빼聊빼빼 l빼111II빼IIIIIIl

이 과에서 공부할 내용

‘당심가족의 구원율 위한 기도와 일‘가정에저 믿읍의 본이 되십시요.

당심의 힐못둠에 대하여 용서

‘황상 기뻐하십시요.‘결혼 서약울 신성하게 171십 |오‘심자와 결혼 하십시요.‘좋은 부모가 되십시오.‘당신이 자녀룹에게 하나님융 사랑하도록 가르치십
시요.

이 세상에서 진살한 기독교인의 가정-융이추는 것 보다 더 큰 축

북은없읍니다. 그리스도릎머리로맏드는이러한가정에서는주닝

께서 함께 계셔서 기쁨과 화평과사랑 A로채워 주성니다. 기독교

인의 가갱윤 그 주위에 둘러싼 모든 최악과 어려운 일들의 풍랑

가운데서 띄난처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냐닝께서 말씀하

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연 당신의 가정을 작윤천국 A로만둘수가

있읍니다.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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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할 훌
1)어떻게 하연 당신의 가정을 작윤 천국 A로 만을 수 있 톨

겠읍니까?(옳은것에 0표) 훨
( )1.돔을 많이 밸면 ..， ‘ 홉

( ) 2. 천구를 많이 가지으로... ‘ 플

( ) 3. 하냐닝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 ‘ 톨

당심 가혹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일

당신의 가족이 즉각 구원을 받지 뭇하드라도 실망하지 마섭시

요.하냐념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블 웅맙하여 주살 것이니 계

속 믿음올 가지고 기도하십시요�

『주에수릎 맏A라 그러하면 너와 네 칩이 쿠원함을 얻우
리라.ne사도행 천 16: 31)

rri’빼---빼찌-삐빼-빼...뼈빼.뼈l빼.뼈aI..._:2;_11II_‘1IlII_~
신 할 훌

2) 당신의 가족。l 아직도 예수념융 믿지 않융- 배 당신의 할 클
일윤 ? (옳운것에 O표) 흉
( )1.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한다.

( ) 2. 하냐닝 께서 그들올 우원치 않A 싣 것 같아 그플을 t

위한 기도를 풍만한다. ’를

가정에서 믿을의 본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신‘자처렵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냐 당신윤 71'
정에서 어혀한 종류의 신자업니까? 과연 온 식구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십니까?

‘Fl---g------ --- ----

# 당심이 함 얼 $
’3) 골로새 3장은 가정에서 어앵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 l



90>
훌 �융니까?어떻게하연 그 가르첨배호 짜붙 수가 있겠�융니까?훌

훌 〈당) 훌
:0.이뼈W삐IIIII!II빠빼삐II뼈m빼빼 al삐m_ 뼈빼.빼뼈뻐뻐III" 빼’-뼈..삐삐삐빼-뻐빼 l빼 j빼_i1I

당신의 난현이냐 아내가 한 얼에 대하여 감사를 표 하십니까?

당신의 부모 또는 자애， 자녀에게는? 당신은 남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거주의자 엽니까? 당신은 성출롯고 성윤 찰 냉니까 아

니면 인내하고 남융 용서해 줍니까? 당신은 오만합니까 아니연

남의 의견도 잘 듣습니까? 당신은 부지련하고 쓸모 있읍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쓸모 없읍니까? 비명과-불평없이 다른 사함과

협동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업니까?당신윤 쉽게 낙심합니까 아

니면 일이 잘 되지 않을 혜도 영랑합니까?
‘까빼빼빼깨II뼈mlill ’III川뼈mlllll 빼III 빼뻐1"1 1tn1ll~1I1111111111빼IIImllllll 뼈삐삐삐빼빼삐삐삐빼 II삐1빼11I111빼 m 삐빼 II삐삐m~

홉 당심이 할 일 훌

훌 찌 당신 l행핸 가정 갖기를웬한다면 겹손 }게 당찌
잘웃펀 정율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도폭 주닝의 도우심율 구 를
하성시요. 당신에게 말져진 하냐닝의 일융 기꺼히 행할예 주 훌

넙께서도 당-u융커꺼히 도와주설 것업니다. 홉
‘*빼빼111I11111111I11I빼삐삐II빼빼 l 뻐빼!빼|빼빼11I11 ’빼ilia빼삐삐삐 l빼빼 M삐삐삐뼈뻐 삐삐삐삐|빼빼l빼빼 빼￥

당신의 찰옷둘에 대한 용서홉 구하십시요.

예수녕께서는 우리가 해천 사항에게 용서릎 쿠하과고 가르치셨

읍니다.

『그러으로 예풀흘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

망융 률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앞에 두

고 먼저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울올 드리라』

(마태복음 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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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당신을바난했읍니다. 대단히 미얀합니다. 용서해 주싱시

요”라고 말하기는 쉬운일이 아넙니다. 그러냐 이렇게 하는것윤

거치른 감정을 없애배리고 당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좋응

방뱅 업니다. 당신에게 나쁜 성찰이 있마연 마른 사함에게 이러

한 당신을 위해 기도릎 부탁하는 것윤 그 결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업니다.

『너회 죄를 서로 고하며 뱅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긴�구는역사하는 험이‘많A 니라.!IC야고보 5: 16)
11."_11I11II뻐”빼빼빼-빼-’“--빼삐삐삐빼빠삐삐!’u_’--톰흩빼삐삐삐..UI ll.\

훌 를
당심이 할 일

5) 당신의 가정야 행봉해지려연 (옳윤것에 0표)
톨 ( ) 1.가족들에 대하여 잘웃했언 행동들을 사과한다�

률 ( ) 2. 가족에게 당신이 제일 잘 났다는 것올 알케하고

훌 당상올 두려워하게 한마
6) 야고보 5: 16을 앙기하성시요.

*빼.-빼빼 __ 11lI빼_I.1 b .디..g _..’‘--
항상 끼뻐하십시요.

모든것 이 암담하게 보얼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71빼하예 커도흘

웅당해 주시는 하냐넙께 감사로 찬양하성시요.

『여호와릎 치빼하는 것이 너회의 험이니라.nC느헤 til 야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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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냐쁜 성질이 있다해서 낙성치 마

심시요. 냐쁜 성격을 극복하려는 그. 노력윤 바로 주념에 대

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업니마. 주넙께서는 망신의 영척성장을 도

와 주섭니다. 당신운 혹 “내신앙이 왜이리 더디 자라냐?"하고

생각한 적�은없융니까? 그렇다면 더욱주녕만‘융바라&치고 육체

의 얼을�을멀리 하싱시요. 01렬 해 주닝께서는 당신 가정의 모든

운체 뜰�융꼴랍게 해결해 주살’것업니다.히-냐닝은당신을 사랑하

사 졸보아 주시는 당신의 아버지심니다.

좋- 빼빼 1_11'뼈뺏훌
당신이 할일

훌 7) 느헤마야 8 :1(}융 암기하업시요 를
~_IIII 빼|삐삐l빼빼빼때빼빼빼|삐삐빼111111빼빼삐삐삐삐빼 M빼빼 1뻐뼈씨률삐빼톨빼@빼빼”’1111- 빼빼II:!!

결혼 서약뜰 신성하게 지키십시요.

결혼-윤신성한 것업니다. 그러으로 결흔서약도 신성히 지켜져

야 합니다. 하나넙의 말씀윤 결혼을 하지 않윤 어떤종류의 성관

계든지 깅력히 금하셨읍니다.

기독교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중의 하냐는 그리스도릎 믿는 믿

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서로신뢰할수있다는 사살인 것업니다.

그들이 함께 주 1강올 섭김으로서 많윤 간정을 파괴시킨 속임， 의

성， 철투， 불정실혹부터 지-유룹게되어 작은 천국을 가정에서 이

풀 수가 있는 것업니다 .

•fi"모든사량은 혼인�울귀히 여기고…J1(히브리13: 4)
『너회가 이방인중에서 행살을 선하게 갖어 너회률 악행한

다고 남l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

는 날에 하나닝께 영광을 돌리게하라』

d1--:-....-----~.:.:..γ 혈
훌 당심이 할 일 ’ 를

훌 8) 당신의 7댐에서 하나닝의 축복율 누리려연 당신운 무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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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엇올 하여야 하겠읍니까? (옳은것에 O표) 를
훌 ( ) 1.하나넙 앞에서 냥펀과 아내로서의 진싣원 서약이 톨
를 있어야한마. 를

훌 ( ) 2. 냥연과 아내로서 쳐함한가릎 알아보기 위해 결혼 톨
톨 하기천 동기한다. 를
훌 ( ) 3 옥신으로 지낸다 훌

훌 9) 하나닝께서 당신의 결|훈위 에 축-밤하사 탱-신플 서로의 훌

훌 사랑 1 주닝 안에서 더욱 강해지도록 기도하심시요 또 당신 a
을 서로의 언어， 사상， 행동이 항상 진설되도록 기도하섞시
요.

‘~-삐삐뻐 ••뼈빼II!R삐l뼈빼뼈에l 빼 l빼"""빼이hIIII1ftlmliliRImli빼얘빼없빼삐삐 III1I1U 빼쩌M 뻐뻐빼빼111I빼11뻐에l빼*

기독교심자와 결혼하십시요.

물론，이미 1011 기독교인과 결혼올 하였다연 당신의 의우는 그뜰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엽니다. 당신윤 충살한 아내 또는 남펀이 되어야하고 당신의

가정가운데 당신을 통하여 하냐념의 빛이 1011 추이게 히�섭시요.그

러냐 당신이 장차 결혼할 예정중에 있A연 꽉 기독교인과 결혼하

섭시요. 이것이야말로 당신 가정생활에 단결과 평화가있올수있

는 유일한 방업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

혼한다면 항상 운제가 있올 것업니다. 맹신은 이미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의 주인으로서 모셔들였읍니다만 당신의 난현이냐 아내

가 그를 성기기 원치 않는다면 냥신은 매사에 그리스도를 기쁘

시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연 당신의 배우자를 기쁘게 할 것인

가하는 칼렵걸에서 괴로워하게 될 것엽니다. 하냐녕께서는 당신

이 행폭한 카정올 갖기 원하성니다. 그러으로 하냐념께서는 단호

하게 당신이 비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계성니다.

『너회는 믿지 않는자와 맹에를 같이하지 말라 외과 불뱅

이 어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사귀며』

(고，련도후서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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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빼.- ‘

훌 당신이
10이)기ξ독「교신자인앙신이 콸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 )1.그룹 주께로 이끄는 좋은 망뱅이다.

( ) 2. 서혹 사랑한다연 무조건 좋다.

( ) 3. 하니�념의영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

훌
훌 훌

'~.뻐.뼈1IU1빼에빼매매M삐삐삐삐’뼈lIlIunnn’l뻐1IlIIII_빼빼om 빼빼빼뼈에에빼빼빼llIlII매l빼|삐_!W

좋은 부모가 되십시요.

부모는 하나넙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찰 돌폴 책엄이 있융니

다.칩의 가장인 아버지는 가족이 필요한 정신적 울철척인 것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들 ~l필요한 것을 사랑스

럽기1 가르쳐 준다연 당신은 그들이 성정-했올 해 당신의 마음울

아프게 하는 것을 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식구가 매얼‘함께

모여，가족제단:올쌓으/십시요.이혜 식구각자의 운제를 위해서 함

께 기도하심시요. 그리고 하나넙께서 에푸신 축복에 대해 함께

감사하성시요. 가능한한 교회도 함께 다니섬시요. 그러으로서

당신들의 자녀들이 어렬척부터 그-들의 생활을- 하나닝께 바치도

록 격려하여 주/입시요.

미국 속담에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머묘른다”라는 말이

있융니마. 이 속담과 같이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념율성기고예배

드릴 해 하나닝의 사랑은 가족을 더욱 풍게 뭉쳐주질 것업니다.

『아배듭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직 교양파 훈

게로 양육하라~(에베소 6: 4)
『누구든지 자기 천지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연

믿음올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다모데천
서 6: 8)
‘~.빼빠l뻐l뻐l 뻐빼ι••삐삐흩빼빼뻐빼_.-빼빼삐 ..뻐I빼삐빼‘�삐빼••찌‘-빼 11!ll>
g ’ -

톰 당섭이 합 일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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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11) 천도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을 배리는 쑤오는 (옳윤것에 톨

훌 O표) 를
훌 ( ) 1 하냐닝에 다l한 깊은 헌신올 표시하는 것이다 훌

훌 ( ) 2 하나넙 께서 자치 가족을 돌빨고 주신 책업을 다 훌
‘ =

하지 풋하는 것이다 훌

‘*삐삐|삐얘톨빼어빼빼i에m빼1111111빼m빼빼11III뻐씨I 삐삐II삐삐삐빼뻐u빼빼빼뻐..빼11III배%베l 빼1lIII~1I11. 빼톨!’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요.

만약에 당신야 당신의 차녀에게 어렬 해부터 하나냄융사랑하고

그의 말씀이l 순종하는 것 을 가르쳐 준다연 그.지 녀℃들이 장성 했을

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을 연하게 휩니다.

좋 뺑뺑빼III평당심이 할 일 를
12) 반칸올 채우생시요. 를
“함짜( )하는 가족은 함께 ( )른마. 폴

훌 13) 당신이 부모라연 지금 자녀들 각자를 위하여 기도하성 훌

훌 시요 자녀들을 하나닝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하 흉
냐닝께 쿠하성시요. 자녀플융 인내와 이해로 대할수있기를 틀

훌 주녕께 주챔시요 훌
l ‘-뻐띠-뼈때빼흩 l 빼빼.뼈-*빼-‘.빼빼R뻐빼-뼈-빼-빼~

당심의 가족읍 사랑하십시요.

하나넙은 사랑이쇠니다. 당신의 생활속에 하나닝왈 인정하면

일정할수록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더욱 증가펼 것이며 사랑

이 중카되연 증가철 수록 당신의 가족은 행복해섣 것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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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심이 할 일 률

훌 14) 고렌도천서 13장을 읽고 당신 가정에서 그 사랑융 실 훌

톨 천할 수 있는 힘을 하냐념께 구하성시요. 훌ξ_.--’.，.，.-，-._: ~’1.lii! 2~_ 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