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선언3 : 온유한 자”
(마태복음 5:5)

■ 들어가는 말 
   부드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마 5:5)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1. 3~10절까지는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윤리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음

2.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야생 동물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3.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 (5b)…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고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신약시대에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향력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내 힘과 의지대로 행동합니까?

=>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는지 솔직하게 

   살펴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해 봅시다. 

5.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할지 글로 써봅시다. 

=>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 기 도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

적 방법으로 살 것을 가르치며 실제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일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