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2일베델교회 3

1. 신 24:1을 읽으시고,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마음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31절)

2. 모세가 이혼을 인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주님을 답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완악함'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1-32절, 참고/ 마 19:4-9)

3. 결혼의 본질(essence)은 무엇입니까? (참고/ 마 19:5-6, 겔 16:8)

4. 간음하여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듯,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간음을 한 우리 죄인들을 다시 불러 오십니다. 

 (참고/ 호 2:2, 7, 14-16)

5. 이혼할 수많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재혼 한 후에, 또 다시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을 때, 깨달아지는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고/ 엡 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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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CHANGER

Apply to Life1. Let’s share the occasions when you were dissatisfied with your spouse, after first reading 
 Deut 24:1. (v. 31)

2. What did Jesus say is the reason Moses permitted divorce?  Let’s discuss if our hearts are also 
 “hard”. (v. 31-32, Ref: Mat 19:4-9)

3. What is the essence of marriage? (Ref: Mat 19:5-6, Ezek 16:8))

4. As one brings back an adulterous wife who had left home, God calls back us sinners who 
 committed adultery of idolatry.  (Ref: Hos 2:2, 7, 14-16)  

5. When you don’t divorce despite many reasons that may ‘justify’ it, and if you are remarried and 
 don’t divorce again even if there are reasons to divorce, then you finally understand how God our 
 Father, despite many reasons to abandon us, still  holds on to us.  Let us pray for each other’s 
 families.  (Ref: Eph 5:31-32)

<Song in Response: All Year in Our Home the Spring Breezes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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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bandon Your Wife
(Matthew 5: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