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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Peace (평안/평화) 

Gather in your “holy space” 
and sit close as you follow 
these guidelines together.   

지정하신 “거룩한 공간”에 

가까이 앉아서 가이드라인을 

함께 따라해보세요.  

 

 
 
 

Light: 1st & 2nd candle. Say: Today we light the candle of Hope & the candle of Peace. 
(Skip this step if you are not using candles! 초를 준비하지 않은 가정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What is Peace? Read out loud: Peace is a feeling of calm, that comes when there is no fighting, 

a sense of being one with each other, and that all is well. Peace can be felt in our hearts, within our 
family, and within people of our world. People who work toward peace in the world are called 
peacemakers. Jesus sai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atthew 5:9) Jesus came to our world to make peace between God and people, and called us to 
make peace, too. To be a peacemaker in the world, let’s start with finding peace in our own hearts.  

“평화”는 안정감, 즉 싸움과 분쟁이 없을 때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한 마음의 상태다.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타인과 함께 누길 수 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자.  

 

Do this Breathing Exercise together:  
Close your eyes. Slowly breathe in with your nose, and breathe out with your 
mouth. Breathe in and silently count to 4. Breathe out and silently count to 8.  
Try this a few times until you feel more peaceful and calm.  

눈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자. 들이쉬며, 속으로 4 까지 세어보자. 

내쉬면서 속으로 8 까지 세어보자. 평안한 마음을 느낄 때까지 몇 번 더 연습하자.  
 

Read: John 14: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ray: God, please help us be filled with your peace so we can be peacemakers in this world. Thank 

you for coming in to our world to give us pea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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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an Image of PEACE 
Search internet or magazines to find pictures that feel peaceful or calming. 

평안/평화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 찾기: 인터넷이나 잡지에 평안과 평화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찾자.  
 

Option 1 – Find just 1 image you love. Cut it out from the magazine or print it out from the internet, 
and hang it near your family’s Holy Space or where you eat meals together. OR, save the same image 

to all of your computers or phones.  하나만 찾아서 뜯어내거나 프린트하여 우리 가정의 거룩한 공간 또는 

밥먹는 곳에 걸어두자. 같은 이미지를 모두의 컴퓨터와 셀폰에 배경화면으로 저장하는 것도 좋다.  

 
Option 2 – If you find many images you like, make a “collage”. Cut them out of the magazine or print 
from the internet and glue them all together on a large piece of paper to make 1 image. Hang it near 

your family’s Holy Space or where you eat meals together.  여러 이미지가 다 마음에 들면 콜라주 만들기.  

 

Let this image be a visual reminder of God’s Peace that is given to you. 
찾은 이미지를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Here are some to get you started. But find your own image that speaks to 
your heart!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 공유합니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이미지로 따로 찾아보세요! 

 

   
 

   
 

If you didn’t make a Paper Chain Advent Calendar yet, it’s not too late!  
Just start with today – December 6, and make links for each day up to Christmas! (that’s 20 total) 

 (See Advent Week 1 guidelines for detailed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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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olor this image of BREATHE and hang it where you can see it. 
Let it remind you to breathe in God’s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