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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본문: 사사기 13:5 (사사기 13-16장)

* 인생의 실패를 방지하려면

I. 자신의 (             )에서 배우라

1. 삼손의 첫번째 약점은 급한 (            )이었다

(삿 15:7)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삿 15:11하)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오.“

2. 삼손의 두번째 약점은 (         )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다

(잠언 29:1)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삿 16:28) 그 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II. 자신의 (            )성을 기억하라
(삿 13:5)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벧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딤후 2:3-4)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III. 하나님을 (            )하라

(삿 5:18)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삿 16:21-22)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22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사 66:2)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히 11: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