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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성경의 

세 가지 권위 구조

결정?

배우자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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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성 개발을 위해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쓰시는 방법

참고: 이 도표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
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1)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린 도표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의 품성을 키우시려고 각 부모
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은 부모가 자기를 억압한다고만 느낀다.



2828 화요일 저녁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태도  
(베드로전서 3:1-6)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브리서 5:8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슬픈 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편 62:5

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가복음 10:44

핵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의할 점: (아내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잠언 14: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태복음 6:2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간의 관계 
(에베소서 5:21)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밑에서  
맡은 책임 

(고린도전서 11:3)

남편:
1. 지도자 

2. 보호자

3. 공급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    ) 일하심을 아는 것

(    )와 (    )을 분리해서 본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매력적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    ) 데 열정을 쏟는다.

(    )과 (    )을 극복하는 것.

(    )을 명확히 알고 실패의 궁극적인 (  )를 본다.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남편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방해가 됨

- 남편이 아내에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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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는 것은 온유하고 평온한 심령을 갖는 것과 정반대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

니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 (디모데후서 1:7)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의 대

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

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

베드로전서 5:8-9)

늙은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먹잇감에게 겁을 주는 것은 먹잇감이 무성한 풀숲에 잠복해 있는 젊은 사자들 

쪽으로 도망가게 하려는 것이다. 먹잇감은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낀 쪽의 반대 방향으로 허겁지겁 도망가다

가 진짜 적들의 입속으로 뛰어들고 만다. 사자들은 숨어 있다가 한 발짝만 앞으로 나와 공격하면 된다. 약

한 동물이 배고픈 사자들로부터 살아남는 길은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보다 오히려 나타난 사자 쪽으로 달

려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두려움

 최악의 상황? 유익? 

 (즉각적인 결과)

  

 

걱정

아내의 염려 남편의 책임 

기본 서약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공경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 평온한 태도를 길러서 그리스도의 

온유를 더 깊이 배우기로 다짐합니다. 이 목적을 향한 첫 걸음으로 먼저 저의 모든 기대를 아버지께 드립니

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