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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16：1~13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을 보느니라 하시더라”(7절).

324장(통 360,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숙고한 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당신이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면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과 및 왜 그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
어 보게 하자. 이러한 생각 훈련은 고용주 혹은 직원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해주는 유익
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
각합니까?

* 이 항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
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자. 아래 생각 넓히기 항
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거나 확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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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각 넓히기

1.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다윗
2.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3.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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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각을 삶으로

1.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

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
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로 마음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현재 행하

고 있는 일들을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행해보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면서 불의한 것들에서 깨끗케 하는 자들, 즉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
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가르쳐 준다(딤후 2:20-21 참조).

2.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지 물어보자.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훈련을
하도록 권면하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
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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