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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2)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

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3)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4)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5)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

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6)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

더니, (7)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

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

고 있다. (9)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10)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11)“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

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12)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13)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

다. (14)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

며, (15)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16)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17)그는 또 당신들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18)그 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

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9)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21)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22)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

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