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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본문: 이사야서 9:6 (Is. 9:6)

(사 9:6)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요 14: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 세 종류의 평화
I. (              )과의 평화: 영적인 평화 (Peace with God)
(고후 5:18)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롬 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II. (          )과의 평화: 감정적 평화 (Peace of God)
(골 3: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III. (          ) 사람과의 평화: 관계의 평화 (Peace with others)
(엡 2:16-17)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갈 3:28

IV.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1. (             )의 순간이 필요하다 (A Moment of Clarity)

(엡 1: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눅 11: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사 48:18)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네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네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2. (            )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약 4:6)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사 26:12)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In God’s garden of grace even broken trees bear fruits.

(시 34:18)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3. 예수님의 (           )을 기대하라
(마 11:28-29)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1) 예수님이 계시는 (          )과 (         )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2) 인생의 (       )을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3) 예수님께서 나를 (            )시키도록 내드려야 한다
(사 26:3)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