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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베소서 5~6장은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며 정리해 보십시다.

 -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의 (                                      )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골3:16)이다.

 - 성령충만한 삶의 예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엡5:22-33)의 관계이고 

   둘째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엡6:1-4) 관계이다.

2.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유익은 무엇인가요? (엡6:1-2)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셀 식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3. 가정에서 아버지(부모)로서 나의 위치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엡6:4)

4.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성령충만/말씀충만/예수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찬304장/새579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승락 목사

부모는 아무나 하나  에베소서 6:1-4



Apply to Life1. Chapters 5-6 in Ephesians discuss what is the result of living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ll in the blanks below.

 •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eans the _____________________ of Christ dwell in us richly.  (Col 3:16)

 • Example of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ph 5:22-33)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ph 6:1-4). 

2. What is God’s command to the children and the benefits that result from it?  (Ref: Eph 6:1-2)  
 Please share and discuss with fellow cell familie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3. What is the position of the fathers (parents) within the family?  And, what is the command from God 
 directed towards the fathers (parents)?  (Ref: Eph 6:4)

4. Please share and discuss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in order to obey God’s commands for the 
 children and parents in today’s verses.

5. As we long for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 the Word / Christ, let us pray together.

<Song in Response: Precious Love, the Love of Mother

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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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Everyone Can be Parents   Ephesians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