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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1.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나눠봅시다. 

 

2.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는 아비새의 요청에 그를 내버려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11절, 참고 삼하15:30)

 

3.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봅시다.

 ·삼하 7:14-16 

 ·히 13:5 

 ·신 31:6

4. 12절을 개역개정 번역(a)대로 읽는다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고, 원문에 따라 바꿔 본 번역(b)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나눠봅시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 ⓑ                                  )을 보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                                  ) 여호와께서 (ⓐ선 → ⓑ당신의 뜻에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5. 오늘 고난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나눠 보고,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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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6:5-16



<Song in Response: You are My Son

Apply to Life1. Have you ever felt discouraged and thought everything was over? Share when it was.

2. In the Scripture, King David said, “Leave Shimei alone, let him curse.” when Abishai requested to cut 
 Shimei’s head off. Why do you think he said this? (Vv 10-11, Ref/ 2 Samuel 15:30)

3.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promise that God gave David? Write down the word of God that 
 you always hold onto. 

 • 2 Samuel 7:14-16

 • Hebrew 13:5

 • Deuteronomy 31:6

4. We might misunderstand verse 12 in the New King James Version (a). If it is translated in a different 
 version (b), how do you think David would have felt? 

 V12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on my (ⓐaffliction → ⓑ                                                  ) 

 and that the LORD will repay me with (ⓐgood → ⓑ                                                  ) 

 (ⓐ for → ⓑ                                                  ) his curse today. 

5. If you realize something new about suffering today, share what it is and determine how you would 
 live it out until the very end.

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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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ot over yet   2 Samuel 16: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