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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6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through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6-7 HCSB 

__________ all your cares to Jesus in prayer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7 NIV 
Deeply hurt, Hannah prayed to the Lord and wept with many tears. 1 Samuel 1:10 
HCSB 

_______________ God's care(s) for you 
17 Eli responded, “Go in peace, and may the God of Israel grant the petition you’ve 
requested from Him.” 18 “May your servant find favor with you,” she replied. Then 
Hannah went on her way; she ate and no longer looked despondent. 1 Samuel 
1:17-18 HCSB 
See how very much our Father loves us, for he calls us his children, and that is what 
we are! 1 John 3:1 NLT 
18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out to him, all who call out to him with integrity. 
19 He fulfills the desires of those who fear Him; He hears their cry for help and saves 
them. Psalm 145:18-19 HCSB 

__________ with all your heart, soul, and strength 
But be very careful to keep the commandment and the law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to love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obedience to him, to 
keep his commands, to hold fast to him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Joshua 22:5 NIV 
I now give the boy to the Lord. For as long as he lives, he is given to the Lord.” Then 
he bowed in worship to the Lord there. 1 Samuel 1:28 HCSB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And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1 Samuel 2:2 HCSB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Ephesians 2:10 NIV 

주요성경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개역개정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_______________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10 

하나님의 돌봄을 ____________________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
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
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17-18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
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1 

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19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
리로다 시편 145:18-19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_______________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
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22:5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
와께 경배하니라I 사무엘상 1:28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2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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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Discovery | 1 Samuel 1:7-20 NIV 
7 Whenever she went up to the Lord’s house, her rival taunted her in this way every 
year. Hannah wept and would not eat. 8 “Hannah, why are you crying?” her 
husband Elkanah asked. “Why won’t you eat? Why are you troubled? Am I not 
better to you than 10 sons?” 9 Hannah got up after they ate and drank at Shiloh. Eli 
the priest was sitting on a chair by the doorpost of the Lord’s tabernacle. 10 Deeply 
hurt, Hannah prayed to the Lord and wept with many tears. 11 Making a vow, she 
pleaded, “Lord of Hosts, if You will take notice of Your servant’s affliction, 
remember and not forget me, and give Your servant a so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his hair will never be cut.” 12 While she continued praying 
in the Lord’s presence, Eli watched her lips. 13 Hannah was praying silently, and 
though her lips were moving, her voice could not be heard. Eli thought she was 
drunk 14 and scolded her, “How long are you going to be drunk? Get rid of your 
wine!” 15 “No, my lord,” Hannah replied. “I am a woman with a broken heart. I 
haven’t had any wine or beer; I’ve been pouring out my heart before the Lord. 16 
Don’t think of me as a wicked woman; I’ve been praying from the depth of my 
anguish and resentment.” 17 Eli responded, “Go in peace, and may the God of Israel 
grant the petition you’ve requested from Him.” 18 “May your servant find favor with 
you,” she replied. Then Hannah went on her way; she ate and no longer looked 
despondent. 19 The next morning Elkanah and Hannah got up early to bow in 
worship before the Lord. Afterward, they returned home to Ramah. Then Elkanah 
was intimate with his wife Hannah, and the Lord remembered her. 20 After some 
time, Hannah conceived and gave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Samuel, because 
she said, “I requested him from the Lord.” 

Christ Connection: 
We serve a God who hears us, and because He hears us, no prayer is too small or 
too big that we can't bring to Him. Hannah trusted God and sent Samuel away 
from home to serve God with his whole life. God sent Jesus from heaven to earth to 
be our Savior. He showed us who God is with his whol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Communion: 
9 God showed how much he loved us by sending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through him. 10 This is real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 sacrifice to take away our 
sins. 1 John 4:9-10 NLT 

Discussion & Prayer Points: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1 Samuel 1:7-20 one time together. 
2. What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e passage? 
3.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sermon today? 
4. How can you apply what your heart is hearing in God’s Word this week? 
5. Pray together.

바이블 디스커버리 | 사무엘상 1:7-20 개역개정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
라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
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
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
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
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
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
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
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
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
를 생각하신지라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어떤 작은 기도도 큰 기도도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무엘이 집을 떠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성찬식: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
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
내셨음이라 요한1서 4:9-10 

토의& 기도제목: 
1. 함께 돌아가며 사무엘상 1:7-20절 말씀을 한번 읽으세요. 
2.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4. 이번 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감동 받은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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