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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1장 결혼생활에 헌신하라∣2장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신하라∣3장 사랑

에 헌신하라∣4장 변화에 헌신하라∣5장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헌신하라∣6장 기대를 

평가하고 목표를 개발하는 데 헌신하라∣7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헌신하라∣8장 

의사소통에 헌신하라∣9장 경청하기에 헌신하라∣10장 의사소통에 관한 지침∣11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라∣12장 분노를 절제하는 데 헌신하라∣13장 긍정적인 

인척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헌신하라∣14장 서로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기에 헌신하라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집 앞에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도 사라지고, 전화로만 나누던 이야기들을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할 수 있다니,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이처럼 낭만적인 기대를 품고 결혼을 꿈꾸고 준비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후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건 아니야. 내가 꿈꿔온 결혼생활과 너무 다르잖아˙ ˙ ˙ ˙ ˙ ˙ !’
  많은 커플이 연애할 때의 감정과 관계가 결혼한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낭만적인 기

대 속에서 시작한 결혼생활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지 못한 관계가 나타날수록, 준비하지 못한 변

화가 닥쳐올수록, 연애할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성품을 알게 될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

정, 그 가정의 중심 관계인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기만 한 것일까?

  노만 라이트는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한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지

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할 때, 당신이 꿈꾸던 결혼생활, 남들이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현실이 될 것이다.

깊이 있고 따뜻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부부 관계 지침서!

노만 라이트는 결혼생활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한다.

‣ 날마다 결혼생활에 당신 자신을 새로이 헌신하라.

‣ 당신이 헌신을 유지하도록 도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라.

‣ 결혼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날마다 다시 시작하듯 새롭게 가꾸라.

‣ 결혼생활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하고 세부적인 단계를 정하라.

이 책은 결혼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부부라는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현 상황이 어떤지, 문제

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질문과 평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자세한 예시, 바람직한 결혼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도와줄 성경 말씀을 적절히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

은 부부로서 현명하게 결정하는 법, 당신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는 법,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법, 서로 용서하는 법, 서로에게 경청하는 법, 일반적인 문제들을 대처하는 법, 함께 기도

하는 법을 발견할 것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교제하고 있는 연인, 생각지 못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오랜 

결혼생활로 권태기에 빠진 부부, 자녀에게 성숙한 결혼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부모님께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