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가을 학기		2022	
Korean	Every	Woman’s	Grace	–	Fall	2022	

팔복: 믿는자의 행복		Lesson	5:	5	장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김 쥬디        10/20/2022 

1. 마태복음 5:1-12 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4절을 쓰시고 암송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예수께서 오신 시대에 네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들이 어떤 메시야 / 왕을 기대했었는지 적으십시오. 

 바리새인:   

 시두개인:   

 셀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온유함의 의미: 
3.  온유 (Meek) 의 사전적 의미와 당신이 알고 사용하는 의미를  적으십시오.   

4.  온유함과 상한 심령은 어근은 (root) 같지만 그뜻은 다릅니다.   

     상한 심령은 _____________________   초점을 맞추고  온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점을 맞춥니다. 

5.  첫 3개의 “복” 이 어떻게 차례대로 “build up” 쌓여 가는지 설명하십시오. (상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가)  온유함이 왜 상한 심령과 애통 하는것으로 부터 나올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십시오. 

6.  다음 구절에서 온유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적으십시오. 

 에베소서 4:1-2  

 디도서 3:2   

  
 골로새서 3:12 

온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Pg. 117-120) 

7.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 프라오스 에서 파생된 말로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뜻을 가지고있다. 

8.  온유함과 온유한 사람을 묘사 하는 단어들을 다 적으십시오.  예) 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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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유함 으로 혼동되는 단어들을 다 적으십시오. 예) 연약함.   그리고, 왜  그런 거짓 견해가 있는지  적으십시오. 

10.  온유함은 자신을 ______________않는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______________________ 사용되는 힘이다.  (Pg. 120) 

온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1.  창세기 13:1- 12 절을 읽으십시오. 
  
 가)  아브람과 롯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아브람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다)  여기에서 아브람의 온유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  로마서 12:10 을  적고 이 말씀에서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으십시오 

12.  민수기 12:1- 16 을 읽으십시오. 

 가)  모세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적으십시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나)  이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하셨나요?  

 다)  문등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고 롬 12:19 - 21, 벧전 2:21-23).  

13.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을때 어떻게 반응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때에는?   
         (이것이 당신의 온유함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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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함의 결과는? 

14.  온유함의 첫번째 와 두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는데 기업은 언제 받는것입니까? 

 온유함이 왜 필요한가? 
16.  온유함이 왜 필요한지 다음 구절들을 적고 그 이유를 적으십시오. 

 가). 시편 149:4 

 나)  스바냐 2:3.  

 다). 야고보 1:21   

 라). 베드로 전서 3:4 

자신을 점검하라   

1.  당신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렵혀질 때만 화를 내거나 반응 하십니까?   

2.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 하십니까?   

3.  당신은 그동안 온유함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온유함을 공부한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