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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생활 1 

본문 : 로마서 12장 9-12절
쉬운성경의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9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10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11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을 섬기십시오.
12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
십시오.

1.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2장부터 16
장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2. 로마교회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한 후 로
마로 돌아와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전통 풍습을 따랐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로 흘렀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가 널리 퍼져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의 어려움과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
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요한1서 4장 1절 쉬운성경)
라고 경고합니다. 

5.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요한1서 4장 8절)라고 답도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정답
은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6. 본문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7.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단단히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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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합니다. 
8.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

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9.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
심히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10.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11. 지금 내가 기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
도, 부자로 살아도 소망이 없으면 기쁠 수 없답니다.

12.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잘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꿋꿋이 견디는 것
입니다. 선을 붙잡고 있는 것,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을 행하려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13. 소망으로 기뻐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습관처럼 기도하세
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14.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
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지킵니다. 이웃
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늘 기도합니다.

 ♡♥♡♥♡♥

1.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까요?� 그림을�칠하고�적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