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Welcome

(2022년 5월 둘째주)

- 아이스 브레이크

☞ 부모님께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Worship

- 찬양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바 아버지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거목 (창세기 49:8~12)
야곱은 부인만 4명, 네 명의 아내를 통해 슬하에 12남 1녀를 둔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가정은 깨어지기 쉬운 요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레아의 네 아들은 사고뭉치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남다른 부모공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기도한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요셉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보다 더 크게 축복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의 중심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8)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
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49:8-9)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메시야를 낳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
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49:10)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즉 유다 지파가 왕권을 쥐게 될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기쁨과 번영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
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49:11-12)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정말 야곱의 축복대로 12지파 중 가장 큰 축복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유다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가정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적용
1)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감정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W
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가족 같은 교인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2. 교회리모델링을 맡을 좋은 업체를 허락하시고,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소서.
3.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