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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감사,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watershed)
본문: 삼하 6:11-23

(대상 15:1-2)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2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 감사하는 삶을 위해 회복해야 할 것 3가지

I. 감사보다 (          )이 먼저다

(삼하 6:12하-15)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13 다윗은, 주님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 왔다.

(삼하 6:16)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삼하 6: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체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II. 감사는 (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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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2:11)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III. (            )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라

(삼하 6: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 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삼하 6:22)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