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쉽게 보는 사무엘상 (등장인물 중심)

엘리 ילע  (제사장)

홉니 ינפח 비느하스 סחנפ
망나니같은 엘리의 두 아들들(삼상 2장)

제사장의 직무를 무시 (레 7:28-32)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
들들이 죽는다. 그리고 엘리도 죽는다 (40년간 통치) 

삼상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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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가 죽은 뒤, 
사무엘이 이스라엘제사장이자,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림 (삼상 7장)

사무엘이 처음으로 한 일은 미스바에 사람을 모으
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금
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한 것이다. 

대상 6:27에서는 사무엘이 
레위사람이며, 그 족보가 
"여로함"-"엘가나"-"사무
엘"이라고 말한다. 

백성들이 왕을 구함!
더 이상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는 사무엘
의 아들들을 믿고 따를 수 없어서 (삼상 8장)

정치지도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다. "공정
하지 않은 재판"과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돌면서 열
심히 일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브엘세바에 앉
아서 자기 뱃속만 채웠다 (삼상 8장).

법궤의 이동경로

에벤에셀-아스돗-가드-에글론-벳세메스-
기럇여아림(아비나답) 삼상 5-6장

사무엘의 의미

1. 하나님으로부터 청원되어진 사람 לא+לואש
2. 하나님께 들렸다. לא+עומש
3.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לא+ומא

아비엘 לאיבא

기스 שיק 넬 רנ

사울 לואש 아브넬 רנב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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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선택하였다 (8:18; 12:13)
םתרחב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신 17:15)

1. 월권행위 (제사장의 권리를 침범) 13장
2. 헤렘 םרח 을 지키지 않음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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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도피경로

놉(21)-가드-아둘람(22)-미스베(모압)-그일라(23)-십광야-
마온광야-엔게디(24)-바란광야(25)-십광야(26)-가드(27)

다윗이
   1. 수금도 잘타고 (16)
   2.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17)
   3. 가족인 요나단과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자 (18)
다윗을 싫어하게 됨

엘리의 아들들이 지었던 죄들
1.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마음대로 가져감
2. 제물을 드리기 전에 생고를 가져가서 먹음(피)
3.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다 보았다가 �십

명이 죽음. 이 후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가
라고 함 (삼상6)

사무엘은 벧엘, �갈, 미스

바를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거�하였

는데, 	들들은 �
세바에
서 사사가 노릇을 하였다(삼
상 7-8장).

사울이 왕이 �었을 때에, 

�두가 동�하고 좋	�지
는 않았다(삼상 11:27) 아마 
힘이 있는 지파 사람들은 가
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
이 나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

을지도 모른다.

왕이 된 후, 암몬(11장 길르앗 야베스), 블레
셋(13장 믹마스), 아말렉(15장 하윌라)과 전
쟁을 함

엔�디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뒤를 보
러 굴에 들어갔을 때
에 살�줌 

십광야로 �해있을 때에 
다윗이 진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살�주고 창과 

�병만 가지고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