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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믿음의 연단 

 

지난 30 년 동안의 교계를 살펴 보면, 잠시동안 반짝이다가 사라진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면에 사울 왕은 잠간 동안 

반짝이다가 사라진 별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에 들어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2 : 3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였고, 

 

사무엘상 16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합니다.  

 

I. 그러면 먼저 믿음과 순종의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언제나 함께 같이 다닙니다. 동전의 앞면이 없이 뒷면이 

있을 수 없고, 뒷면이 없이 앞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을 하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II. 다음은 믿음과 연단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II. 다음은 믿음이 주는 담대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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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 :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시편 3 : 2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3 :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 :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시편 3 :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 : 6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3 :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꺽으셨나이다  

시편 3 :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야고보서 1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야고보서 1 :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언 17 :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 하시느니라  

 

 

IV. 다음은 다윗과 사울의 시험을 비교 함으로 연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 : 24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 :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사무엘상 26 : 10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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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 가서 망하리라  

 

사무엘상 26 : 23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역대상 14 : 17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