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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당신을 뽑으셨다!

“에이, 저를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 셔

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삿 6:1).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

하는 도구로 기드온을 부르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삿 6:12) 

그런데 어찌 보면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

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당신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다. 

“에이, 저를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저를 둘러싼 환경도 이렇게 

열악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은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고 하면 대부분 믿지 않으려 한

다. 내가 정말 작고 연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의 작음이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은 

자를 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서 사용하시는 데 탁월하신 전문가

이시다.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

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

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6-29)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마다 멘토들이 

자신들이 지도하거나 변화시킬 멘티나 출연자들을 뽑는데 지금 당장 능력이나 

외모가 출중한 이를 뽑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어떤 멘토는 후보들 중에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실수도 있지만 발

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선정한다. 왜 그럴까? 그래야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

이다. 

아직은 부족한 사람을 다듬고 빚어내어 위대한 가수로, 아름다운 미인으로 변화

시킬 때 그를 뽑은 안목이 인정받고 그를 키워낸 진정한 실력자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탁월한 전문가이시기에 가장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사용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

신다. 그것도 큰 용사로 말이다.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아름답게 빚어내듯이 진흙과 같은 나, 여전히 모가 

나고 부족함 투성이인 나를 멋지게 빚어내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섬세

한 손길을 기대하자.

-청춘아, 겁먹지 마, 김세진

†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 기도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만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고 두렵지만 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

립니다. 진흙 같은 저를 터트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빚으시고 사용하여주소

서.

† 적용과 결단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됨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