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Members of Christ’s body)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엡 2:19, 새번역)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
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의 가족입니다.

(Eph 2:19, ESV)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엡 4:3, 새번역) 성령이 여러분을 평
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
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Eph 4:3, ESV)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엡 4:13, 새번역)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
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
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
니다.

(Eph 4:13, ESV)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mature manhood,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엡 4:24, 새번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
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Eph 4:24, ESV)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엡 4:32, 새번역) 서로 친절히 대하
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
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Eph 4:32, ESV)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엡 5:8, 새번역) 여러분이 전에는 어
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
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Eph 5:8, ESV)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엡 5:15,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Eph 5:15, ESV)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not as unwise 
but as wise,



(엡 5:30, 새번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Eph 5:30, ESV) because we are 
members of his body.



I.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21).



(엡 5:21, 새번역) 여러분은 그리스도
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
십시오.

(Eph 5:21, ESV) submitting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1.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2.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합니다.
3. 주님께 찬송합니다. 
4.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
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5.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합니다.



성령충만 ⇒ 서로순종 ⇒ 부부사랑



갈 5:13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
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
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Gl 5:13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II. 주님께서 하듯이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22-32).



(엡 5:21, 새번역) 여러분은 그리스도
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
십시오.

(Eph 5:21, ESV) submitting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엡 5:22, 새번역)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
십시오.

(Eph 5:22, ESV) Wives, submit to 
your own husbands, as to the Lord.





(엡 1:9, 새번역) 그리스도 안에서 미
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Eph 1:9, ESV) making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purpose, which 
he set forth in Christ



갈 3:28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
입니다.

Gl 3:28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slave nor free,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엡 5:23, 새번역) 그리스도께서 교회
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
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Eph 5:23, ESV)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even a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his body, and is himself its Savior.



(엡 5:25, 새번역)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
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
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Eph 5:25, ESV) Husbands,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엡 5:24, 새번역)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
게 순종해야 합니다.

(Eph 5:24, ESV) Now as the 
church submits to Christ, so also 
wives should submit in everything 
to their husbands.



(히 5:8, 새번역) 그는 아드님이시지
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
셨습니다.

(Heb 5:8, ESV)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through 
what he suffered.



(히 5:9, 새번역) 그리고 완전하게 되
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
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Heb 5:9, ESV) And being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to all who obey 
him,



III.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존
중해야 합니다(28-33). 



(엡 5:31, 새번역)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 ㉡창
2:24

(Eph 5:31, ESV)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hold fast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엡 5:32, 새번역)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
을 합니다.

(Eph 5:32, ESV) This mystery is 
profound, and I am saying that it 
refers to Christ and the church.



(엡 5:33,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
오.

(Eph 5:33, ESV) However, let 
each one of you love his wife as 
himself, and let the wife see that 
she respects her husband.



(창 2:18, 새번역) 주 하나님이 말씀
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
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Gn 2:18, ESV) Then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



(벧전 3:1, 새번역)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
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
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Pt 3:1, ESV) Likewise, wives, be 
subject to your own husbands, so that 
even if some do not obey the word, 
they may be won without a word by the 
conduct of their w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