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와 여자
2017 가을 유평교회 주일오후 성경공부



남녀 평등의 시대, 교회는 왜 남녀를 차별하는가?

나쁜 남자가 좋은 남자? 남자가 보는 여자는 외모, 

외모, 외모?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나? 결혼하기도 힘든데 꼭 해야할까?

동성애가 왜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거지? 교회는 왜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가?



남과 여
성경이 말하는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

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계획

①하나님의 관여
→ 매우 직접

②하나님의 형상
→ 매우 닮음

③하나님의 역할
→ 매우 중요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

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

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

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

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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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나님의 관여
→ 매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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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

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

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

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

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

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

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
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이 되니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
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남자 창조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
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
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
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
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
어 오시니

창세기 2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유일한 것

여자의 역할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
“그를 도울 적합한 짝”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

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

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
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
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시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
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
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
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고린도전서 11장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
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
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
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
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
어 오시니

창세기 2장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

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이 없으므로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
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
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
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
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
어 오시니

창세기 2장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

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

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

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

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된 남자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하나되게 하셨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역할을 부여 받았다.



남자다움? 상남자?

여자다움? 여자 여자?



결혼
성경이 말하는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
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
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
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의 계획과 시작1

2

3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의 최우선순위

4 유일한 배타적 남녀관계



하나님의 계획과 시작1

2

3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의 최우선순위

4 유일한 배타적 남녀관계

→ 사람의 필요

→ 숫자, 성별 X, 사랑 O

→ 자녀, 돈, 체면 > 부부

→ one of many



결혼, 해야할까?



결혼, 할 수 있을까?



경건은

경건한 자들에게

매력적이다
Godliness is sexy to godly people.



동성애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데 정말 죄가 될 수 있는가?

동성애는 더 심각한 죄인가?

동성애는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우선아닐까?

그럼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반응

해야 할까?



죄인가?

레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

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인가?
롬 1:26-28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

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

로 쓰며 27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

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

느니라 28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을 하게 하셨으니



타고 난건데?

‘타고 났다’는 말의 의미는?

타고 난 도둑, 타고 난 강도, 타고 난 살인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죄?

회개는 가능?



더 심각한 죄?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 20:13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눅 12:47-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

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알지 못하

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더 심각한 죄?
롬 1:24-2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
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 26이 때문에 하나님께
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
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그와 같이 남자
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롬 1:24-2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
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 26이 때문에 하나님께
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
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그와 같이 남자
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하고 나눌 거리

•오늘날 잘못된 남녀에 대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가?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 

직장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대할 것인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