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OVERING  
MEEKNESS
MATTHEW 5:5

온유함의  회복   

마태복음  5:5



–Matthew 5:5 ESV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마태복음 5:5 KRSV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Numbers 12:3 ESV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more than 
all people who were on the face of the earth.” 

–민수가 12:3 KRSV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WHAT IS BIBLICAL MEEKNESS? 
성경은  온유함의  무엇인가?

I. Desiring Meekness 

II. Defining Meekness 

III. Developing Meekness

I. 온유함을 갈망하기 

II. 온유함의 정의 

III. 온유함을 발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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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함을  갈망하기



I. DESIRING MEEKNESS 
   온유함을  갈망하기

Why care? What is at stake?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A. Why be meek? “They inherit the earth.” 

 왜 온유한 사람인가요?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B. Why earth? It’s the biblical story, start, middle & end. 
1. In the Garden before the Fall, to rule & have dominion = 

nurture & grow. 
2. At the end in Revelation, it is the same picture. 
3. In the middle, God is redeeming humans and all creation too!

B. 왜 그들이 땅을 상속 받을까요? 여기 성경 이야기의 시작, 중간 그리
고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요. 
1. 동산에서 가을 추수기가 오기전에 우리의 할일이 있습니다. 지배
한다는  의미는 영양분을 주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2.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3. 성경 중간에 하나님은 인류와 모든 창조물을 구속하십니다.

I. DESIRING MEEKNESS 
   온유함을  갈망하기



C. Who inherits? Heirs! 

1. Sons - not biological sense of gender, but legal status 

2. This implies direct family relationship. 

3. This also implies maturity and worthiness.

C. 누가 상속받으셨나요? 상속자들입니다 

1. 자녀들 - 이것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이 의미는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나타냅니다. 

3. 또한 성숙과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 DESIRING MEEKNESS 
   온유함을  갈망하기



II. DEFINING MEEKNESS 
     온유함의 정의



MEEK IS  
NOT WEAK!

온유함는  약함이   
아닙니다! 



II. DEFINING MEEKNESS 
     온유함의 정의
A. Meek is not weak! 

1. Common understanding is “weakness”, always letting 
people have their way. 

2. Origin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is uncertain and 
information is sparse. 

3. English defini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iblical 
understanding.

A. 온유함는 약함이 아닙니다. 
1. 영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바는 단지 약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어줌을 의미합니다. 

2.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정의는 확실치 않고 정보가 빈약합니다. 
3. 영어 사전속의 정의는 성경적 의미와 굉장히 다릅니다.



II. DEFINING MEEKNESS 
     온유함의 정의

B. Meekness is strength under control! 

       온유함이란 잘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1. Meekness in three pictures… 

             세가지 그림/예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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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ost detailed biblical story: Numbers 12:3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more than all 

people who were on the face of the earth.” 

2.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II. DEFINING MEEKNESS 
     온유함의 정의
2. The most detailed biblical story: Numbers 12:3 

1. Moses was the meekest man on earth. 
2. Circumstances? He stayed silent in humility. 
3. True meekness has greater humility—more 

strength under more control.

2.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3 
1.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2. 어떤 상황이었나요? 모세는 겸손히 조용하게 머물렀습니다. 
3. 이것은 겸손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힘과 자기 
절제를 증대시킵니다.



III. DEVELOPING MEEKNESS 
      온유함을  발전시키는  것



A. Get stronger! 
1. Always learn: teachability starts with saying, “I don’t know!” 
2. Always grow: pursue things that stretch you. 
3. Always try: develop perseverance by building good life-

long habits.

A. 더 강해지는 것! 

1. 항상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 있음의 첫 출발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 항상 자라납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
니다. 

3. 항상 시도합니다: 인생의 긴 목표를 세우며 인내심을 계발합니다.

III. DEVELOPING MEE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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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crease control! 
1. Exercise self-control in surrender to God: actions, words, 

thoughts, habits. 
2. Submit to others whenever possible and use the lightest touch 

necessary. 
3. Always lead by serving, like Christ. 
4. Always build relationships, grow people, and improve things.

B. 자기 절제를 키웁니다! 
1. 하나님께 절대복종을 통해 자기 절제를 실행합니다: 행동, 말, 생각, 습관
등 

2. 가능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필요할 때마다 가장 부드럽게 
서로를 대합니다. 

3. 예수님처럼 항상 섬김으로 이끕니다. 
4. 항상 관계를 세워가고 양육하고 향상시킵니다.

III. DEVELOPING MEEKNESS 
      온유함을  발전시키는  것



MEEKNESS: STRENGTH UNDER CONTROL 
온유함이란  잘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