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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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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찬송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아

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

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1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

나 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곤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2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3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

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20-22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

니다. 사실일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었던 이유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특정 기간을 정해 놓고 정결한 삶을 살았

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정이 있었는데 포도주와 독한 술을 금해야 했습니다(민 6:3,4). 사

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6:6).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됩니다

(6:5). 삼손 말고도 많은 나실인들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의 원천이 머리

카락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

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라는 말입니다(14:6,19,15:14). 즉, 삼손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일 때 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별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실

인의 규정을 늘 기억하며 지키기는커녕,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

니다. 사자를 죽이고, 그 주검에서 꿀을 뜨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에서 턱뼈를 뽑

아 싸웁니다. 늘 여인을 가까이 하던 삼손은 결국 도를 지나쳐 여인으로 인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납니다(16:20). 이미 영적으로 둔

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삼손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

잡아 눈을 뽑고 머리털을 모두 밀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정체성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상징

합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 정욕

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돌아선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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