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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아들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답할지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을 때 습니다.

사무엘이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 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 을 빠짐없이 엘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 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 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고 번개를 쳐서 블레셋 군 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에게 말 하셨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 로 하 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답했나요?

2.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

� 사무엘이 깜짝 놀랄 기적을 일으켜서

�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 이 그 로 이루어져서

� 사무엘이 말을 잘하고 잘 생겨서

1. 사무엘은 백성을 모아 무슨 말을 했나요? (사무엘상 7:3)

2.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 나요? ( 사무엘상 7:4)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 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1.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 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

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로마서 12장 또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한 곳을 골라 읽어 보세요. 여러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 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