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락방 교재

사무엘하 강해 13

선을 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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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열매를 거두며 |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마음의 문을 열며 |
다윗의 남은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가정은 죄와 벌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와 가정을 돌아보고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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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참고. 롬 7:21-24) 

2. 바울 조차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떨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나누어봅시다.

3.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고민은 무엇이었으며, 친구인 요나답의 묘책은 
    무엇이었습니까?(13:1-6)

5. 암논이 죄악된 마음을 가졌고, 요나답은 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6.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만남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 어떤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한번 나누어봅시다.

7. 다윗은 어쩌구니 없게도 자식들의 죄악에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역할이었습니까?(13:7, 13:27)

8.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윗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당신은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참 잘못되었구나’ 후회
     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9.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