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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이기는 길

25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

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

옵소서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

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_사무엘하 7장 25~29절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문제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자기 마음을 지키면 견딜 수 있습니

다. 

본문은 마음을 이긴 사람, 다윗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하고자 마음을 먹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다윗은 즉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

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말씀하셨사오니’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의 마음을 이깁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_삼하 7:25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다윗이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욱 귀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2.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

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_삼하 7:27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종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게 하며 굳은 마음을 깨뜨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_삼하 7:28

사람의 마음은 자기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가문을 더욱더 복되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온전하지 못하며, 자신

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며 참된 길입니

다. 

오늘도 마음의 분노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

다. 오늘도 마음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