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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bey Is Better
Pastor Young-Ho Pak: Sunday, 13th November 2022

Today’s Bible Quote: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Mark 12:33 NIV 

There is divine _______________ in the things that stand against you 
The Philistines assembled to fight Israel, with three thousand chariots, six thousand 
charioteers, and soldiers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They went up and 
camped at Mikmash, east of Beth Aven. 1 Samuel 13:5 NIV 
2 Consider it a great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experience various 
trials, 3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endurance. 4 And let 
endurance have its full effect,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James 1:2-4 CSB 

Assess your situation from the vantage point of __________ 
8 He waited seven days, the time set by Samuel; but Samuel did not come to Gilgal, and 
Saul’s men began to scatter. 9 So he said, “Bring me the burnt offering and the 
fellowship offerings.” And Saul offered up the burnt offering. 10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e offering, Samuel arrived, and Saul went out to greet him. 11 “What have you 
done?” asked Samuel. Saul replied, “When I saw that the men were scattering, and that 
you did not come at the set time, and that the Philistines were assembling at Mikmash, 
12 I thought, ‘Now the Philistines will come down against me at Gilgal, and I have not 
sought the Lord’s favor.’ So I felt compelled to offer the burnt offering.” 13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 Samuel said. “You have not kept the command the Lord your God 
gave you; if you had, he would have established your kingdom over Israel for all time. 14 
But now your kingdom will not endure;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appointed him ruler of his people, because you have not kept the Lord’s 
command.” 1 Samuel 13:8-14 NIV 
6 Jonathan said to his young armor-bearer, “Come, let’s go over to the outpost of those 
uncircumcised men. Perhaps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whether by many or by few.” 7 “Do all that you have in mind,” his 
armor-bearer said. “Go ahead;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8 Jonathan said, “Come 
on, then; we will cross over toward them and let them see us. 9 If they say to us, ‘Wait 
there until we come to you,’ we will stay where we are and not go up to them. 10 But if 
they say, ‘Come up to us,’ we will climb up, because that will be our sign that the Lord 
has given them into our hands.” 1 Samuel 14:6-10 NIV 

Loving _______________ is foundational to a vibrant relationship with Jesus 
But Samuel replied: “Does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L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1 Samuel 15:22 NIV 
“If you love me, obey my commandments.” John 14:15 NLT

오늘의 성경 말씀: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33 우리말성경 

당신을 대적하는 것들에는 하나님의 _____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삼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육천 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
람들은 벧아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3:5 쉬운성경 
2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
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2-4 쉬운성경 

__________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십시오 
8 사울은 칠 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9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10 사울이 막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
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11 사무엘이 물
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
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12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13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14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
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
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이오." 
사무엘상 13:8-14 쉬운성경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
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
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8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9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10 그러나 그들이 만
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 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사무엘상 14:6-10 쉬운성경 

사랑의 __________은 예수님과 활기찬 관계를 맺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사무엘상 15:22 쉬운성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15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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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Discussion & Prayer | 1 Samuel 13:1-14 NLT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the passag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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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forty- 
two years. 2 Saul chose three thousand men from Israel; two thousand were with 
him at Mikmash and in the hill country of Bethel, and a thousand were with 
Jonathan at Gibeah in Benjamin. The rest of the men he sent back to their homes. 3 
Jonathan attacked the Philistine outpost at Geba, and the Philistines heard about it. 
Then Saul had the trumpet blown throughout the land and said, “Let the Hebrews 
hear!” 4 So all Israel heard the news: “Saul has attacked the Philistine outpost, and 
now Israel has become obnoxious to the Philistines.” And the people were 
summoned to join Saul at Gilgal. 5 The Philistines assembled to fight Israel, with 
three thousand chariots, six thousand charioteers, and soldiers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They went up and camped at Mikmash, east of Beth Aven. 6 
When the Israelites saw that their situation was critical and that their army was 
hard pressed, they hid in caves and thickets, among the rocks, and in pits and 
cisterns. 7 Some Hebrews even crossed the Jordan to the land of Gad and Gilead. 
Saul remained at Gilgal, and all the troops with him were quaking with fear. 8 He 
waited seven days, the time set by Samuel; but Samuel did not come to Gilgal, and 
Saul’s men began to scatter. 9 So he said, “Bring me the burnt offering and the 
fellowship offerings.” And Saul offered up the burnt offering. 10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e offering, Samuel arrived, and Saul went out to greet him. 11 “What have 
you done?” asked Samuel. Saul replied, “When I saw that the men were scattering, 
and that you did not come at the set time, and that the Philistines were assembling 
at Mikmash, 12 I thought, ‘Now the Philistines will come down against me at Gilgal, 
and I have not sought the Lord’s favor.’ So I felt compelled to offer the burnt 
offering.” 13 “You have done a foolish thing,” Samuel said. “You have not kept the 
command the Lord your God gave you; if you had, he would have established your 
kingdom over Israel for all time. 14 But now your kingdom will not endure;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appointed him ruler of his people, 
because you have not kept the Lord’s command.” 

This week’s reading: 1 Samuel 13-15

CTC 토의 & 기도 | 사무엘상 13:1-14 우리말 
1. 서로 돌아가며 아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 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슴속 깊이 깨달은 것을 이번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하세요. 

1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그는 사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으로 있었습니다.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 이천 명은 벧엘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천 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
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히브
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 주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땅
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4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블레
셋 진을 공격하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5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삼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육천 명이 있었습니다. 블레
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벧아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
에 진을 쳤습니다. 6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7 심지어 어
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 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
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8 사울은 칠 일 동안, 기다렸습니
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9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
에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 드
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10 사울이 막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
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11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
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
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12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
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 드리는 제
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13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
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14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
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번 주 성경읽기: 1 사무엘상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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