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열매를 거두며 |

다락방 교재

다윗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강해 23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51절

사도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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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 마음의 문을 열며 |
사무엘하 22장은 주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찬양입니다(1절). 이 노래는 시편 18편에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만큼 의미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찬양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
이었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로 쓴다면 어떤 제목,
어떤 내용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내 평생에 가는 길’ 끝까지 잘 가려면, “바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3.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대표적인
것입니다(참고. 30절, 삼상 17:45-47). 당신은 삶의 문제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가장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6. 말씀이 없으면 바른 목적이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삼하 22:31, 시 19:7-8, 마 4:4)

7. 전도서 12장 13-1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주어졌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