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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주일

부모님 공경과 자녀 사랑의 지혜
에베소서 6:1-4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 5:16)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3)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사 48:17)

1.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______________ 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잘 되는 축복입니다.
둘째, 풍성한 생명이 함께 하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셋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축복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22:17-18)

2. 부모 공경의 계명 속에 축복과 ______________ 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13)
1) 부모 공경의 원리는 ___________________ 의 원리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상 2:30하)
2) 부모 공경의 원리는 ____________________ 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1)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7-8)
*순종은 _____________________ 을 받는 비밀입니다(요 14:21).
*순종은 _____________________ 의 비밀입니다(롬 5:19).
*순종은 _____________________ 을 받는 비밀입니다(신 28:1-2).
*순종은 _____________________ 의 비밀입니다(사 48:22).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 26:3)
“부탁을 받고서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부탁하지 않아도 이해를 통하여 주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칼릴 지브란

나가는 말: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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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Day Sermon

The Wisdom of Honoring Parents and Loving Children
Ephesians 6:1-4

Opening Remark: God wants things to go well through parental honoring.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so that you may live
long an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Dt 5:16)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Eph 6:3)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I am the LORD your God, who
teaches you what is best for you, who directs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sa 48:17)

1. God has promised three __________________ to those who honor their parents.
First, it is the blessing of things going well.
Second, it is the blessing of longevity with abundant life.
Third, it is the blessing to receive and share the blessing.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Ge 22:17-18)

2. The principle of blessing and __________________ are in the commandment of honoring parents.
“And to observe the LORD's commands and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oday for your own good?” (Dt 10:13)
1) The principle of honoring parent is the principle of _________________.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1Sa 2:30)
2) The principle of honoring parent is the principle of _________________.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Eph 6:1)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 2:7-8)

*Obedience is the secret of receiving __________________. (Jn 14:21).
*Obedience is the secret of ______________________. (Ro 5:19)
*Obedience is the secret of ___________________. (Dt 28:1-2).
*Obedience is the secret of ___________________. (Isa 48:22).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those whose minds are steadfast, because they trust in you.” (Isa 26:3)
“It is well to give when asked, but it is better to give unasked, through understanding.” Kahlil Gibran

Closing Remark: You can wisely love your children when you honor your parents.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the LORD himself, is the Rock eternal.” (Isa 26:4)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 5:18)

blessing, happiness, respect, obedience, love, redemption, blessing,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