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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4)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이사야 11:6-16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7)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 11:6-8)

1. 하나님은 _______________ 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삿 6:24상)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2.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 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1) 그리스도의 화평은 우리를 ________________ 하게 만듭니다.
2) 그리스도의 화평은 _________________ 의 열매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3) 그리스도의 화평은 질투를 극복한 하나 됨의 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 11:13)

3.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 ______________ 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0)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4)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1)

나가는 말: 평화의 도구가 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후 5:18)

The Glory of Knowing Go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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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God that Makes Peace
Isaiah 11:6-16

Opening Remark: God allows us to bear the fruit of peace through righteousness.
“The fruit of that righteousness will be peace; its effect will be quietness and confidence forever.” (Isa 32:17)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year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will lead them. The cow will feed with the bear, their young wi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ox. The infant will play near the cobra's den, the
young child will put its hand into the viper's nest.” (Isa 11:6-8)

1. God is the God of ______________.
“For to us a child is born … And he will be called Prince of Peace.” (Isa 9:6)
“So Gideon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ands in
Ophrah of the Abiezrites.” (Jdg 6:24)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1Th 5:23)

2. God is the God who makes ________________.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 5:22-23)
1) The peace of Christ makes us _________________.
2) The peace of Christ is the fruit of ___________________.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t 11:29)
3) The peace of Christ is the ______________ of oneness that overcomes jealousy.
“Ephraim's jealousy will vanish, and Judah's enemies will be destroyed; Ephraim will not be jealous of
Judah, nor Judah hostile toward Ephraim.” (Isa 11:13)

3. Jesus shed his blood on the ______________ to make peace.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Col 1:20)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groups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Eph 2:14)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 5:1)

Closing Remark: Be a mean of peace and fulfill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t 5:9)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Co 5:18)

peace, peace, happy, gentleness, love, cro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