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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복: 믿는자의 행복 	Lesson	9:	9	장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있나니…

 김 쥬디        11/17/2022 

1.  마태복음 5 장 9 절을 적고 당신이 “평화” 라는 단어를 생각할때 함께 떠오르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가). 당신이 생각한 이 평화는 이세상에서 가능한것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2.  세상에 평화가 없는 두가지 이유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1).    

     2).   

     3).  위의 두가지 이유를 보아 평화가 깨진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우리에게는 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그 어느것도 없다.   그이유는   우리  _____________ 에   ___________ 가 없기때문이다.   (pg. 200) 

평화의 의미 

4.  참된 평화는 ______________ 과 ______________ 이 없는것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______________ 을 통해 

      ______________ 안에  거하는 것이다.   
     
5.  성격적인 평화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리로 직면하여 때로는 다툼을, 아픔을 격을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회피했던 경우나 아니면 직면해서 화평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나누어주십시오.   

6.  평화와 청결함과 의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pg. 202) 

7.  평화의 의미는 ______________ 의 _____에 초점을 맞추면서 ___________ 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다.   (pg. 204) 

평화를 위협하는것 

8.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떤것들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가). 예레미아 17:9  

     나)  이사야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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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무엇인가? 

     가)  야고보서 3:18 

평화의 조성자 

10.  평화의 조성자는 누구인가?  

11.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어떤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지 적으십시오.  
      
     가). 하나님:  

     나). 예수님: 

     다). 성령님: 

평화의 사자들:   

12.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____________ 먼저 __________________ 화평해야 합니다.   

     가). 로마서 5:1 을 적으십시오.  

     나).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평화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13.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어떻게 도울수 있을까요?   

      가)  고린도후서 5:18 을 적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나). 당신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노력이 없다면 왜입니까? 

14.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해야합니다.   
       다음 성경 말씀들을 적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위해  어떻게 권면하는지 적으십시오. 

     가). 마태복음 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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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마서 12:18 

     다)  히브리서 12:14 

     라). 빌립보서 3:12 

     마). 디모데후서 2:22 

     바)  베드로전서 3:11 

평화케 하는 자의 상 

10.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것이다 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해택 (축복) 을 적으시고 그 해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pg.  217)  

적용:   

1.  당신이 9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새로웠던 진리는 무엇이며, 깨닫게된것은 무엇이고, 적용할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지금 당장 화평해야할 사람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사람입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사람과의 화평을 위해 먼저 다가 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