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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2.�The�Trials�of�a�King�

제�12과��왕의�시련�

 

 
Key�Question:�What�qualities�of�King�David’s�do�you�most�need�to�imitate?�

핵심질문:��다윗�왕의�성품�중�당신이�가장�닮아야�할�성품은�무엇입니까?�

 

 

읽어야�할�성경:�삼하�11,12,18,19,�대상�22,29,�시�1-3,6,20,21��

The�Story�책:��pages�161�-�173�

 

 

 

첫째날,�Bathsheba�밧세바�

Pages�161-163�

 

Oneening David looked from the roof of his palace and saw a beautiful woman bathing. He asked about 

her and discovered she was Bathsheba, the wife of a valiant soldier he knew, Uriah. Nonetheless, he slept 

with her and she became pregnant. 

어느날 저녁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우리아1 라는 용맹한 군인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였고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David brought Bathsheba’s husband home, hoping Uriah would sleep with her. But he didn’t.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집으로 불러들여 그녀와 동침하길 바랐지만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 (a) What did David ask Joab—the commander of the army—to do (2 Samuel 11:14–15)?  

다윗은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무엇을 지시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1:14-15) 

 

                                                   
1
�Uriah�was�a�member�of�David’s�elite�military�unit�called�the�Thirty.�Bathsheba�was�the�daughter�of�Eliam,�another�member�of�the�Thirty.�Eliam’s�

father�was�Ahithophel,�David’s�wisest�counselor.�See�2�Samuel�11:3;�16:23;�23:34.���우리아는�다윗의��정예부대�30인�용사�중의�하나였다.��

밧세바는�그30인�용사의�한사람이었던�엘리암의�딸이었고,�엘리암은��다윗의�가장�명석한�모사�아히도벨의�아들이었다.��참조�사무엘하�11:3,�

16:2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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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you’ve ever been asked by a boss to do something wrong, explain how the request affected 

your opinion of and trust for the person.   

만일 당신의 상관이 당신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요구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해 보십시오. 

 

 

(c) What is a good way to respond when someone in leadership asks you to do something you 

believe is wrong?  

지도자 중 한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믿는 일을 하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fter Uriah died, David married Bathsheba. But the Lord was displeased and sent the prophet Nathan to 

him.  

우리아가 죽은 후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2. (a) What was David’s reaction when Nathan told him of the rich man stealing the poor man’s 

precious sheep (2 Samuel 12:5–6)?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소중한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했을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2:5-6) 

 

 

(b) On whom had David actually pronounced judgment (12:7)?  

     다윗은 실제로 누구에게 유죄판결을 선언한것 입니까?  

 

 

(c) We tend to find fault in others for the faults we don’t want to see in ourselves. If you’re angry 

with someone right now, prayerfully consider whether you’ve done the same sort of thing yourself.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려 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다면, 우리 자신이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
�See�Jesus’�teaching�on�this�in�Matthew�7:35.�마태복음�7:3-5 의�예수님의�가르침을�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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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detailed the wonderful things he had done for David.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셨습니다. 

 

3. (a) How can remembering what God has done for us help keep us from temptation (2 Samuel 

12: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2:8)  

 

 

(b) Why is doing what is evil in God’s eyes equivalent to despising the word of the Lord (12:9a) 

and despising God (12:10)?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왜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으며(12:9 상반절)과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12:10) 같습니까? 

 

 

 

David’s sin had been found out. When Nathan confronted him, David didn’t make excuses or argue: He 

simply confessed,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나단에 의해 다윗의 죄악이 밝혀졌을때 다윗은 핑계를 대거나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That’s what God wants us to do when we’ve done something wrong. And when we do, he promises to 

forgive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것이요” 3 

 

God forgave David. Nonetheless, David’s actions would bring painful consequences that God wasn’t going 

to stop.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행동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런 결과를  막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4 

                                                   
3
�1�John�1:9.�요한일서�1:9�
4
�Nathan�said�the�sword�wouldn’t�depart�from�David’s�house�and�someone�close�to�him�would�sleep�with�his�

wives�in�broad�daylight.�In�those�days,�kings�took�the�harems�of�their�predecessors,�so�to�sleep�with�a�king’s�wife�

was�to�claim�his�throne.�나단은�칼이�다윗의�집에서�떠나지�않을것이며�그의�가까운�사람중에�그의�아내들과�대낮에�

동침하는�일이�있을것이라고�하였다.�그�당시에�왕은�전왕의�후궁들을�취하였으며,�왕의�아내와�동침하는�것은�그�왕의�

왕권을�주장하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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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Psalms�of�Mercy�자비의�시편�

Pages 163–166 

 

After David talked to Nathan, he wrote Psalm 51 as a prayer asking God to forgive him.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를 한 후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인 시편 51 편을 기록하였습니다.  

 

4. (a) In Psalm 51:1, upon what two attributes of God does David call?  

    시편 51:1 에 다윗은 하나님의 두가지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b) How does knowing God has these attributes give us hope when we’ve sinned?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5. (a) In Psalm 51:7, what did David know would happen if God cleansed him?  

    시편 51:7 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신다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5   

 

 

(b) Why is this important to remember?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6. (a) David asked God for pure heart, steadfast spirit, and willing spirit (Psalm 51:10, 12). Why is a 

willingness to obey important to have before temptation strikes?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길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5
�Priests�used�hyssop�branches�to�sprinkle�people�or�things�that�were�ceremonially�unclean�with�the�blood�of�a�

specially�sacrificed�animal�or�the�water�of�cleansing.�제사장들이�우슬초�가지를�희생제물의�피�또는�정결한�물에�적셔서�

사람이나�물건을�정결하게�하는�의식에�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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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ake a few moments to ask the Holy Spirit to show you if there is sin you need to confess. If 

so, confess like David did, “I have sinned against you.” Then pray Psalm 51.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고백해야 할 잘못이 혹시 내게 있는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길  

구하시고, 만일 있다면 다윗처럼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시편 51 을 

기도하세요. 

 

 

 

David didn’t just ask for forgiveness: he accepted it and rejoiced in it. In Psalm 32, David described the joy 

of being forgiven.  

다윗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하심을 받아들였으며 기뻐했습니다. 시편 

32 에서 다윗은 용서받은 데 대한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 (a) What is the state of those whose sins God forgives (Psalm 32:1)?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시편 32:1) 

 

 

 

(b) What had life been like before David admitted his sin (32:3–4)?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나요? (시편 32:3-4) 

 

 

 

(c) What did David finally do (32:5a)?  

     다윗이 결국 무엇을 하였습니까? (32:5 상반절) 

 

 

 

 

(d) What did God do in response (32:5b)?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2:5 하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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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erciful and compassionate God sent Jesus Christ to pay for our sins so we might be thoroughly 

cleansed.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로 완전히 깨끗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8. Write a short prayer below accepting and rejoicing in God’s forgiveness and cleansing.  

하나님의 죄사하심과 정결케 하심을 받고 기뻐하는 기도문을 간단하게 아래의 여백에 적어보세요. 

 

 

 

 

세째날,�Absalom�압살롬��

Pages 166-169 

 

 

One day, David’s son Absalom conspired to take over the throne.6 In the ensuing battle, David 

commanded his men to treat Absalom gently. But Joab, David’s commander, ignored his wishes and killed 

the young man, ending the rebellion, but breaking David’s heart.  

하루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싸움에서 다윗은 

심복들에게 압살롬을 심하게 다루지 말도록 명하였지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이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고 

반역을 진압하였슴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6
�Bathsheba’s�grandfather,�the�brilliant�Ahithophel—David’s�most�trusted�counselor—joined�Absalom.�When�

Absalom’s�forces�overtook�Jerusalem�causing�David�to�flee,�Ahithophel�advised�Absalom�to�sleep�with�his�

father’s�concubines�in�a�rooftop�tent�and�then�to�quickly�send�a�large�force�to�kill�only�David.�Absalom�followed�

the�first�part�of�the�advice,�thus�fulfilling�the�word�of�the�Lord�foretold�by�Nathan.�The�Lord�prevented�him�from�

following�the�second�part�of�the�advice�and�so�saved�David’s�life.�It�may�be�Ahithophel�sought�revenge�over�

David�sleeping�with�his�granddaughter�and�murdering�her�husband.�밧세바의�조부이며�다윗의�가장�믿는�모사인�

명석한�아히도벨이�압살롬편에�참여하였다.�압살롬의�세력이�예루살렘을�장악하면서�다윗은�도망가게�되었고�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아버지의�후궁들을�옥상에서�동침하도록�그리고�즉시�큰�군대를�보내�다윗을�죽이라고�조언하였다.�압살롬은�

첫째�조언을�받아들여�나단을�통해�주신�주의�말씀을�이루게�하였다.�주께서�압살롬에게�둘째�조언은�듣지않도록�막으심으로�

다윗의�삶을�구하셨다.�아마�아히도벨은�자기�손녀와�동침하고�그의�남편을�죽인�다윗에�대한�복수로�이런�행동을�했던�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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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vid’s son turned on him and led a rebellion against him. Both Samuel and David loved God 

wholeheartedly, but faced the heartbreak of children who didn’t. Are you in the same place, or do 

you know someone who is? Take a moment to pray the verse below for the wayward one. If you 

have a child who is not walking with God as you desire, ask your small group to pray for him or 

her this week.  

다윗의 아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들로 인해 심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아시나요? 잠시 아래의 구절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당신의 소그룹에 이번 주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Create in _____________________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_____________________. Psalm 51:10  

하나님이여  ___________속에 정한마음을 창조하시고  __________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네째날,�Giving�Back�다시�돌려주심�

Pages 169-172 

 

God restored David’s kingdom. Eventually, the time came for David to pass the throne to his son Solomon.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10. David prayed the following prayer for Solomon. Stop and pray the same prayer for yourself and 

your loved ones.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같은 기도를 해보세요. 

 

Give _____________________ the wholehearted devotion to keep your commands, statutes 

and decrees. 1 Chronicles 29:19a 

내 아들 (딸) ___________에게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도록 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주십시요. 역대상 29:19 상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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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David knew all that he had came from God, and in gratitude and deep love, found ways to give to 

God what he could.  

다윗 왕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 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대로 하나님께 드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11. David gave God heartfelt praise and gratitude.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a) What strikes you most about how David saw God in 1 Chronicles 29:11–13?  

    역대상 29:11-13 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b) David had wealth, honor, strength, power, and exaltation. From where did they come (29:12)?  

     다윗은 부와 귀, 권세와 능력, 크게하심과 강하게하심이 어디서 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29:12)   

 

 

(c) Write a prayer of thanksgiving for what God has given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적어보세요. 

 

 

David gave God his possessions. He gave above and beyond the tithes required by the law and provided 

lavishl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his son Solomon would build to glorify God.  

다윗은 그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한 십일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을 성전을 위한 건축재료를 넘치게 준비하였습니다.  

 

12.  (a) What did David recognize about the gifts he gave to God (1 Chronicles 29:14, 16)?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들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역대상 29:14,16) 

 

 

 (b) How did recognizing this enable him to give with a willing and grateful heart?  

     어떻게 이것을 깨달은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수 있게 

했습니까?  

 

 (c) David praised God as he gave gifts to him. Write a prayer to accompany your next offering to 

God.  

     다윗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음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같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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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문을 써보세요. 

 

 

 

 

다섯째날,�Psalm�23�시편�23 편���

Pages 172-173 

 

David reigned forty years and then departed to be with the God he loved. In this psalm, the shepherd who 

became king pictured himself as a sheep cared for by the Lord.  

다윗은 40 년을 왕으로 다스리고 나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목자이었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던 자신을 주께서 돌보시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 Psalm 23:1–2 describes the Lord as a shepherd who provides for the sheep. What is a way God 

has provided for your needs?  

시편 23:1-2 은 주님을 양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14. Psalm 23:3 describes the Lord as a shepherd who perfects the sheep. What is a way God has been 

perfecting you?  

시편 23:3 은 주님을 양을 온전케하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십니까? 

15. Psalm 23:4 describes the Lord as a shepherd who protects the sheep, using a rod to discipline 

errant sheep and to chase off predators, and using a staff to keep the sheep from danger and to lift 

up a fallen sheep. What is a way God has protected you?  

시편 23:4 은 주님을 막대기를 사용하여 말 안듣는 양을 훈련시키시고 또 해치는 짐승을 쫒아내시며 

지팡이로 위험에 있는 양을 지켜내시고 떨어진 양을 건져올리시는 보호하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보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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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salm 23:5–6 describe the Lord as a shepherd who prepares good things for the sheep. What is a 

way God has prepared good things for you?  

시편 23:5-6 은 주님을 양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까? 

 

 

 

 

David,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went home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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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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