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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은 위대한 잠재력과 능력을 부여 받은 뛰어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잠재력을 낭비하는 생활을
한다. 삼손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잠재력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사용하는 생활을 배우기를 소원한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잠재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1) 거룩한 유산을 소홀히 여기면 잠재력을 낭비하게 된다 (13:2-4).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그 귀중한 부름과 사명을 소홀히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기자. 2) 신앙의
권면을 무시하면 잠재력을 낭비하게 된다 (14:1-3).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이방여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실인의 삶과 맞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 신앙의 권면, 말씀의 권면을 무시하면 우리는 잠재력을 낭비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신앙의 권면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기를 축복한다. 3)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잠재력을 낭비하게 된다 (14:8-9). 나실인은 헌신자이다.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한다.
나실인의 규례대로 살아야 한다.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민 6:3). 서약아래 있는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된다 (민 6:6). 그런데 딤나로 가던 길에
자신이 찢어서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고 그곳에 있는 꿀을 취함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깨트린다.
우리도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가 있다. 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약화시킨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축복한다. 4) 거룩한 경고를 무시하면 능력을 잃어 버린다 (16 장).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다. 소렉의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블레셋은 들릴라를
위협하고 돈을 제공함으로 힘의 비밀을 찾아내려 한다.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혀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지만 3 번이나 실패한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었지만 삼손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한다. 5) 의도적으로 죄와 장난을 하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16:14). 마침내 삼손은 들릴라를 이기지 못하고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말한다. 머리카락은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잡히게 된다.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기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낭비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 이다.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잃어 버리게 된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방어하여 잠재력을 낭비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시다.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16:22). 어떻게 삼손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가?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회개의 기도이다 (28 절). 삼손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이 시점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어떻게 잃어 버린 영적인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기도이다. 삼손은 두 눈을 잃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육신의 자유는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깨닫게 된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기도했다. 삼손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삼손의 일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다. 매우
오래된 경고입니다. 삼손처럼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축복이다. 하지만 위대한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깨닫는 것은 더 귀하다.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긍휼의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그의 생전에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게 하셨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남은 생애가 중요하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실패한 과거를 버리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의 역사들을 합한 것 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축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