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부모의 전수 (2)
아셰르 인트레이터

*여기에서 1부를 읽어보세요.

십계명에서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해 나오는 말씀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긍정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줍니다.
 ִא ֶמָך ְל ַּמעַּ ן יַּאֲ ִרכּון י ֶָמיָך עַּ ל ָהאֲ ָד ָמה-אָ ִביָך וְאֶ ת- כַּבֵּ ד אֶ ת- 11:שמות כ
출애굽기 20:12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은 그저 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엔 장수, 건강, 성공, 개인적 사명의 성취가 포함됩니다.
공경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거나 그들이 상처를 줄 때 가만히
있거나,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존중심으로 말을 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기도는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부모님을 지으셨지요.
부모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제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 받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은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 부모님이신
것에 감사 드려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요.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의도하신 선한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통로가 둘 (선과 악)이고 부모님도 두 분 (아버지와 어머니)이니까, 네 가지 영역을
다뤄야 합니다.
1. 아버지를 용서함
2. 아버지를 공경함

3. 어머니를 용서함
4. 어머니를 공경함
행하고 필요에 따라 반복하라
이런 식으로 저주들은 철회되고 축복은 풀어집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매일 또 어쩌면 하루 일곱 번, 일곱 번씩 일흔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젊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자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역학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행위의 영적 영향력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 들으라
유발 야나이는 듣기 전에
행동했었습니다. 삶이 비상사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끝없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들으려고 충분히 멈추고
있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