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atthew 5:9 NIV 

Peacemakers 
Peacemakers actively _______________ peace 
So then we pursue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and the building up of one another. 
Romans 14:19 NASB 

Peacemakers first submit their hearts to the _______________ of peace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Colossians 3:15 NIV 

Peacemakers give equal _______________ for others 
25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its parts should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 26 If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t. 1 Corinthians 12:25-26 NIV 
3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4 Let each of you look not only to his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Philippians 2:3-4 ESV 

Peacemakers are _______________ 
They have healed the brokenness of My people superficially, Saying, ‘Peace, peace,’ But 
there is no peace. Jeremiah 6:14 NASB 
Instead, we will speak the truth in love, growing in every way more and more like 
Christ, who is the head of his body, the church. Ephesians 4:15 NLT 

Peacemakers take ownership and _______________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Ephesians 
4:3 NIV 
23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24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Matthew 5:23-24 ESV 

Peacemakers testify to what _______________ has done for us 
19 For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20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Colossians 1:19-20 NASB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one another if any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someone.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Colossians 3:13 NIV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 Corinthians 5:18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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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9 바른성경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____________________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 주는 일에 힘씁시다. 로마서 14:19 우리말성경 

화평케 하는 이들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평강의 __________께 바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
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골로새서 3:15 바른성경 

화평케 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_______________ 기울입니다 
25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
니다. 고린도전서 12:25-26 우리말성경 
3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
겨라. 4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빌립보서 2:3-4 
바른성경 

화평케 하는 이들은 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숭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예레미야 6:14 현대인의성경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15 우리말성경 

화평케 하는 이들은 책임을 지고 _______________을 감수합니다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3 우리말성경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
서 네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23-24 바른성경 

화평케 하는 이들은 ____________________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19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20 하
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
어 놓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19-20 쉬운성경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
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13 우리말성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
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표준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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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on Passages: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made right in God’s sight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our Lord has done for us. 2 Because of our faith, 
Christ has brought us into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where we now stand, and 
we confidently and joyfully look forward to sharing God’s glory. Romans 5:1-2 NLT 
19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gave it to them,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 In the same way he also took 
the cup after supper and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Luke 22:19-20 CSB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ere is God directing you to actively pursue peace in your life? In what manner is 

He impressing upon you to wage peace? 
2. Pray for each other and pray tha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our hearts as we follow 

His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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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 성경말씀: 
1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
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
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로마서 5:1-2 우리말성경 
19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20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
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19-20 우리말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평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알려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분
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유지합니까? 

2.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깃들
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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