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나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삿 6:11-18)

11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
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

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
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
니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1.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밀을 타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10,13절)
=> 1-10절은 천천히 읽어보세요. 

     13절 

2.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12,14,16절)
=> 12절 

   14절 
   
   16절 

3.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13,15,17절)
=> 13절 

   15절 

   17절 

4.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 11:32)
=>

5. 나를 좌절시키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이 극복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 

 기도
 존재 자체로도 세상을 향한 절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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