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달라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키면 좋은 규칙들
1.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잠18:13).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 하라(약1:19).

2. 말을 더디 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잠15:23)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
내느니라(잠15:28).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
21:23).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잠29:20).

3.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며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에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엡4:14-15).

4.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잠17:14).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잠
20:3).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엡4:31).

5.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잠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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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잠15: 1).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잠25:15).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잠
29:1).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엡4:26).

6.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범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잠17:9).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 하라(엡4:32).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3:13).

7.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잠10:19).

8.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롬14:13).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갈6:1).

9.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롬12:17).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21).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벧전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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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달라졌어요(요약).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키면 좋은 규칙들
1.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2. 말을 더디 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3.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며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4.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5.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6.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7.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8.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9.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대할 때 지키면 좋은 규칙들
1.
2.
3.
4.
5.
6.

남이 나보다 낫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맞는지 항상 물어본다.
사람을 반갑게 여긴다.
지속적으로 한다.
인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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