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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본문: 사도행전 13장 21-23절 (Acts 13:21-23)   

(렘 6: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행 13: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삼상 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I. 마음의 (             ) 즉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 78:70-72)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삼상 16:7 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II. 손의 (            )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III. (              )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시 27:4)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하 6:13) 다윗은, 주님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삼하 6: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삼상 17: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삼상 17:47)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시 55:17)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대상 28:19)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 

(행 2: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시 16:8)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 16:11)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눅 2:27)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눅 2:38) 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