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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1:�From�Shepherd�to�King�

11 과:�목자에서�왕으로�
 

Key�Question:�How�did�David�live�so�as�to�fulfill�God’s�purpose�for�his�life?�

중요�질문:�다윗은�어떻게�그의�삶을�향한�하나님의�목적을�성취하기�위하여�삶을�살았습니까?�

읽어야�할�성경:�삼상16~18,�24,�31,�삼하 6,22,�대상 17,시 59�

The�Story�책:��pages�145~160������

�

첫째�날,�Chosen 선택됨�
Pages�145150�

 

God rejected Saul as king because Saul refused to obey him. Saul forgot the Israelites’ purpose was 

to make God known to all nations, and that his duty as king was to lead them in fulfilling this 

purpose. Instead, he sought what he thought would bring himself the most glory. 

하나님은 사울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왕인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열방에게 알리는 것임을 망각하였고, 또 왕인 자신의 의무가 바로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God sent Samuel to the house of Jesse to anoint one of Jesse’s sons as the next king.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다음 왕으로 기름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1. (a) In 1 Samuel 16:7, what does God tell Samuel not to consider? 

      사무엘상 16:7 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고려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까? 

 

(b) How do people tend to look at people?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까? 

 

(c) How does God look at people?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까?  

 

 (d) Briefly describe a time you looked at someone based on outward appearances 

        and discovered later that inside they were different. (Please do not share names  

        if someone could be hurt.)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내면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던 때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름은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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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 anointed David with oil,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to him. The anointing 

had to be kept secret, though, or all their lives would be at stake.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름부으심은 비밀리에 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In time, the Philistines gathered to attack the Israelites. They had a champion named Goliath who 

was over nine feet tall. 이윽고, 1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키가 구 척이 넘는 싸움 돋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2    

 

 

2. (a) What did Goliath propose be done instead of an all-out battle (1 Samuel 17:8–9)?  

      골리앗이 전면전 대신에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8-9)? 

 

(b) What was Saul’s and the rest of the Israelites’ reaction (17:11)?  

       사울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7:11)? 

 

(c) The Israelites had wanted a king to lead their battles; how was Saul measuring 

      up?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왕이 있어, 그 왕이 그들의 전쟁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그 필요에 부합했습니까?   

 
3. (a) Why did David think he could defeat Goliath (1 Samuel 17:34–37)? 

     다윗은 왜 자신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무엘상 17:34-37)? 

 

 (b) David could have considered shepherding beneath him since he would one day  

      be king, but instead he gave it his all. Why is it important to be faithful in work  

      that seems small or insignificant?  

      다윗은 양치는 일을 자신이 하기에 합당치 않은 하찮은 일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젠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왜 작고 가치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1
�Years�have�probably�passed�since�David�was�called�a�“brave�man�and�a�warrior”�before�he�first�met�

Saul�(1�Samuel�16:18).�다윗이�사울을�처음�만나기�전�다윗이�(사울의�신하에�의해)�“용기와�무용이�있는�자”로�

불려진�이후,�아마도�수년이�지났던�같습니다.�(사무엘상�16:18).�
2
�Goliath�was�likely�descended�from�the�Anak,�of�whom�the�ten�spies�were�afraid�when�Moses�sent�

them�to�explore�the�land.�The�Anak�lived�among�the�Philistines,�who�were�part�of�the�Sea�Peoples,�most�

of�whom�invaded�the�coasts�in�1200�BC�during�the�time�of�the�judges.�

��골리앗은�오래�전에�모세가�그�땅을�정탐하도록�보냈던�열�명의�정탐군이�두려워�했던��아낙의�후손인�것�같습니다.��

아낙사람은�블레셋�사람들�중에�살고�있었는데�,�블레셋�사람들은�해안지역에�사는�사람들로서�그들의�대부분은�

기원전�1200 년경�사사시대에�해안�지역을�침공했던�사람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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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f possible, describe a time that you were faithful in something menial and that  

      faithfulness led to something bigger.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에 성실하였고, 이 성실함이 어떤 큰 일로  

     인도한 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David viewed the Philistine situation differently than Saul. 

다윗은 블레셋의 상황을 사울과 달리 보았습니다.  

 

4. (a) How did David come against Goliath (1 Samuel 17:45)?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대항했습니까 (사무엘상 17:45)? 

 

 

(b) What would the whole world know if David defeated Goliath (17:46)?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다면 모든 세상이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까 (17:46)? 

 

 

(c) What would all the frightened soldiers know (17:47)? 

      겁에 질린 모든 병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7:47)? 

 

David knew the purpose for which God had called the Israelites: revealing to the whole world that 

God is God so they would turn to him and seek to know him through the revelations he gave 

through Moses.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날,�Pursued�추적당함�

Pages 150–152 

 

Impressed, Saul kept David with him. His son Jonathan became David’s close friend. 

David rose quickly in rank in the army as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all his missions. But there 

came a day when David’s successes no longer pleased Saul. 

다윗을 좋게 여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그가 하는 모든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심으로, 다윗은 

군대에서 빠른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공이 더 이상 사울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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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습니다. 3  

 

5. (a) What angered Saul (1 Samuel 18:7–8)? 

      무엇이 사울을 분노하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8:7-8)? 

 

 (b) What did Saul do from then on (18:9)?  

       그때부터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18:9)?  

 

(c) The next day an evil spirit tormented Saul and David tried to soothe him with  

      music. What did Saul in his jealous anger try to do (18:10–11)? 

      다음날 악한 영이4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악으로 그를  

      달랬습니다. 질투심의 분노에 사로 잡힌 사울은 무엇을 시도 했습니까 (18:10-  

      11)? 

When David eluded the spear, Saul began giving David dangerous missions he didn’t think David 

could survive. But God protected David and made him successful. After Saul tried more times to 

kill David, David finally fled. To convince his army to pursue David, Saul lied and said David was 

a traitor out to kill Saul. 다윗이 사울의 창에서 피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음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임무들을 다윗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로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여러번 시도한 후에, 마침내 다윗은 도망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5  

    

6. While fleeing from Saul, David wrote Psalm 59. 다윗은 사울로 부터 도망치며 시편 

59 편을썼습니다.  

(a) What did David pray for in Psalm 59:1?  

     시편 59:1 에서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3
�Jonathan�was�a�warrior�at�the�beginning�of�Saul’s�reign,�a�decade�before�David�was�born�(1�Samuel�

13:3),�so�there�was�a�large�difference�in�age�between�them.�That�Jonathan�gave�David�his�sword�and�

bow�suggests�he�may�have�already�suspected�David�would�replace�his�father�as�king.�See�1�Samuel�

23:17.�

요나단은�다윗이�태어나기�약 10 년전,�사울의�통치�초반기에�이미�용사였습니다.�(사무엘상�13:3).�그러므로�

다윗과�요나단�두�사람은�나이�차이가�많이�났습니다.�요나단이�다윗에게�검과�활을�주었다는�사실은�아마도�그는�

다윗이�그의�아버지를�대신하는�왕이�될�것을�이미�추측하고�있었다는�것을�시사합니다.�사무엘상�23�17 을�

보십시오.��
4
�God�gives�evil�spirits�boundaries.�Because�Saul�had�abandoned�God,�he�no�longer�had�God’s�

protective�hand�on�him�and�God�allowed�an�evil�spirit�to�torment�Saul�as�punishment.�

하나님은�악한�영들에게�제한을�두십니다.�사울은�하나님을�버렸기�때문에�그는�더�이상�하나님의�보호의�손길�밑에�

있지�않았고,�하나님은�악한�영을�허락하여�사울을�괴롭게함으로�그를�징계하셨습니다.�
5
�In�1�Samuel�22:8,�Saul�claims�Jonathan�convinced�David�to�kill�Saul.�See�also�1�Samuel�22:13�

사무엘상�22:8 에서�사울은�요나단이�다윗을�선동하여�사울을�죽이도록�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사무엘상�

22:13 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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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avid sang of the attributes of God which he most needed to remember. What  

      were they (59:16–17)? 

      다윗은 그가 가장 기억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노래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59:16-17)?  

 

(c) Which of God’s attributes do you most need to remember right now?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기억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d) What song or hymn has helped you to remember God’s care during troubled  

      times?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던 노래나 찬송가가 있습니까?  

 

세째�날,�Vindicated�정당성을�인정받음�

Pages 152–155 

 

Saul went into a cave to relieve himself, not knowing David and his men were hiding there. 

David’s men were convinced God had delivered Saul into David’s hands so he could kill him and 

become king. David cut a piece of Saul’s robe, but didn’t harm Saul. 

사울이 쉬기 위해서 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숨어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베었지만 그를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7. (a) What did David tell his men (1 Samuel 24:6–7)?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4:6-7)? 

 

 

(b) When Saul left the cave to return to his army of 3,000 men, David daringly  

       stepped out of the cave and called to Saul. What strikes you most about what  

       David said in verses 24:9–10? Why?  

      사울이 동굴을 떠나 3000 명의 자신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할 때 다윗은  

      용감하게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삼상 24:9-10 에서 다윗이 말한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c) What did Saul admit (24:17)?  사울이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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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ow did David’s refusal to take Saul’s life and Saul’s admission vindicate David  

      before Saul’s army and David’s men?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취할 것을 거절한 것과 사울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한 것은  

      어떻게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정당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까?   

 

Despite Saul’s admission, he continued to pursue David. Eventually David hid among the 

Philistines where Saul couldn’t follow. 사울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블레셋 진영에 숨게 되었습니다.  

 

Years later, David wrote a psalm remembering all the times God had delivered him from his 

enemies, including Saul. 몇년이 지난후에 다윗은 시편 하나를 썼는데, 이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사울과 같은 그의 적들로 부터 구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 (a) In 2 Samuel 22:2–3, what did David say God was to him?  

     사무엘하 22:2-3 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b) How then did God answer David’s prayer in Psalm 59 (see question 6)? 

     시편 59 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질문 6 을  

     보십시오)? 

 

 (c) David declared God’s faithfulness to others. Think of a time God helped you after  

       you prayed and then write a sentence or two declaring God’s faithfulness to you.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

네째�날,�Crowned 왕이�됨�
Pages 155–158 

 

About a year and a half after Saul’s last encounter with David, Saul died in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Sadly, Jonathan died too.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난지 약 일년 반이 흐른 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슬프게도, 요나단 역시 전사했습니다.  

 

The tribe of Judah crowned David king, but one of Saul’s sons became king of the northern tribes. 

Seven and a half years later, Saul’s son was assassinated. David put the assassinators to death and 

the northern tribes asked David to be their king too.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의 

아들 중 한 명이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칠 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사울의 아들은 

암살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암살자들을 처형했고, 북쪽 지파들은 다윗이 그들의 왕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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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습니다.  

 

9. (a) David was 30 when he became king of Judah (2 Samuel 5:4).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0 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4).  

 

(b) Briefly describe a time you waited what seemed a long time before you saw a  

     prayer answered yes.  

     여러분이 오랜시간을 기다린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c) How did you feel when the prayer was answered?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d) Why do you think God waited to answer your prayer?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미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David built his palace in Jerusalem. After he was settled, he wanted to bring the ark of the 

testimony to Jerusalem, so he gathered many people to join him in doing so. 

The ark was at Abinadab’s house in Kiriath Jearim, where it was left after the Philistines sent it 

back on an ox cart. Through Moses, God had given specific instructions about how to handle the 

holy ark. The ark had gold rings fastened to its feet through which wood poles overlaid with gold 

were inserted. The ark was normally kept inside a tabernacle behind a curtain in a place called the 

Holy of Holies. It was out of sight of all but priests descended from Aaron. If it needed to be 

moved, Aaronic priests covered it with hides and cloths. Then Kohathites (a clan of Levites 

charged with caring for the most holy things) would carry the ark with the poles on their 

shoulders; however, they were not permitted to touch or look into the ark, lest they die. 

다윗은 예루살렘6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정착한 후, 그는 증거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집하였습니다. 법궤는 

키리아스 예아림7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키리아스 예아람은 블레셋이 달구지를 이용해 

법궤를 보냈던 곳으로 그 후 법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8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했었습니다. 금고리 넷을 법궤 네 발에 달고, 금으로 싼 채 

(나무 장대)를 그 고리에 집어넣게 되어있었습니다. 평상시 법궤는 성막의 안 쪽에 휘장에 가리운 채 

지성소라 불리는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아론의 계열에서 온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옮겨야 할 경우,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짐승의 가죽과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핫 족속 (가장 거룩한 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지파의 한 족속)이                                                         
6
�David�conquered�Jerusalem,�which�was�between�Judah�and�Benjamin�(Saul’s�tribe).�Ruling�from�

Jerusalem�helped�unify�the�twelve�tribes.�다윗은�예루살렘을�정복했습니다.�그�곳은�유다와�벤자민(사울의�지파)�

지파�사이에�있었고,�예루살렘에서��통치하는�것은�십이지파를�연합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다.�
7
�Kiriath�Jearim�was�also�known�as�Baale�Judah�and�Baalah�of�Judah.��키리아스�예아림은�바알레�유다�혹은�

바알레흐�유다로�알려진�곳�입니다.��
8
�See�Exodus�25:1214;�26:3033;�and�Numbers�4:46,�15.�출애굽기�25:12-14;�26:30-33;�민수기�4:4-6,�

15�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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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어깨에 장대를 올려 법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법궤를 만지거나 법궤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10. (a) How did the men try to transport the ark of God (2 Samuel 6:3–4)?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 했습니까 (사무엘하 6:3-4)? 

 

 (b) Because the ark wasn’t transported properly, what happened (6:6)?  

     법궤를 옳바르게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6:6)?  

 

(c) What did God do (6:7)?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6:7)? 

 

 

(d) David later realized he hadn’t checked to see how God said the ark should be  

      handled.  How can you find out how God wants you to live? 

      후에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궤를 다루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They had imitated the Philistines in how they transported the ark, rather than seeking God’s 

instructions. God had permitted the Philistines who didn’t have God’s law to transport the ark 

that way, but he expected more from his people who did have it. The Lord told the priests it was 

their responsibility to know and to teach people how to treat the things of God: “You must 

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and you must 

teach the Israelites all the decrees the LORD has given them through Moses” (Leviticus 10:10–11).  

그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에게는 법궤을 그렇게 옮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그의 백성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다루는 법을 알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레위기 10:10-11) 9.      

 

Later David discovered his error and called together nearly a thousand priests and Levites. He told 

them God’s anger had broken out because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거의 천여 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함께 소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
�Abinadab�took�custody�of�the�ark�after�a�number�of�men�died�upon�looking�into�it�(1�Samuel�6:19

17:1),�so�his�family�members�were�aware�it�needed�special�treatment.�It’s�not�clear�whether�Uzzah�and�

Ahio�were�Levites,�though�1�Chronicles�15:2�says�priests�and�Levites�were�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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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발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10  

 

So the priests and Levites consecrated themselves and put on the sleeveless robes and ephodsmade 

of fine linen which they wore when ministering before the Lord. David removed his royal garments 

and donned the same attire. Accompanied by a large multitude who sang and danced and played 

music, Levites carried the ark to Jerusalem.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성결케하고 소매없는 예복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 그들이 

입었던, 올로 짠 베(세마포)로 만든 에봇11을 입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왕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같은 

의복을 걸쳤습니다. 레위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12    

 

다섯째�날,�Promised 약속을�받음�

Pages 158–160 

 

David wanted to build a great temple to house the ark, so he consulted Nathan the prophet. 

다윗은 법궤를 모실 위대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11. (a) What answer did God give in 1 Chronicles 17:4?  

      역대상 17:4 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b) What did God declare he would build for David (17:10b)?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시겠다고 선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7:10b)? 

 

(c) Whom would God allow to build the temple (17:11–12)?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17:11-2)?  

 

David pleased God. David wanted to build God a physical house in the form of a temple, and God 

promised to build David a house in the form of a dynasty.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유형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왕조를 허락하심으로 그에게 집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 (a) What promise did God make to David in 1 Chronicles 17:8b?  

      역대상 17:8b 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0

�1�Chronicles�15:1213.�역대상�15:12-13.��
11

�An�ephod�was�a�short�pullover�the�Levites�wore�over�their�knee-length�robes.�See�1�Chronicles�15:27.�

����에봇은�레위인이�입었던�무릎길이의�예복위에�입는�뒤집어�쓰는�외투�(pullover)이었습니다.�역대상�15:27 을���

����보십시오.��
12

�1�Chronicles�15:15.�역대상�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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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ow did David respond to Nathan’s words in 17:16–17? 

     17:16-17 절에서 다윗은 나단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 What have you learned from David as to how you might better allow God to fulfill his 

purpose in your life?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으로 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Saul sought to exalt himself and establish a dynasty, but achieved neither. David sought to exalt 

God, and God exalted him and promised him a dynasty. Jesus said,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사울은 자신을 높이기를 추구하고 또 하나의 왕조를 세우기를 추구하였지만 이 둘 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높이기를 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고 그에게 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14. (a) When you encounter situations where you think others aren’t treating you with  

       the respect you deserve, how can you react with humility like David rather than  

       with pride like Saul?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사울처럼 자신을 높히려  

       하지 않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b) What is a practical way you can humble yourself this week? 

      이번 주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13

�Luke�14:11.�누가복음�14:11�

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늘)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하는  나의  이야기(땅)  

우리의  이야기  (T4T )  

: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야기(전도)    
“ T H E � S T O R Y ” � � S M A L L �G R O U P �교재 � �

� � � � � � � � � : �하나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 (하 .나 .우 . ) �
W R I T T E N � B Y � J E A N � E . � J O N E S �@ 2 0 1 2 � �

�번역 � B Y �뉴송교회 �이진욱 , �교정 � B Y �훈련부 �번역팀 �@ 2 0 1 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