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STUDIES IN THE LIFE OF DAVID (FALL 2015)

Session 2 David’s Training: 3 Anointings, 3 Stages, and 5 Seasons
제 2 장 다윗의 훈련: 세 가지 기름 부으심, 세 가지 단계, 다섯 가지 시즌
I.

REVIEW: DAVID AS A MAN AFTER GOD’S HEART
복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A.

The first description that the Lord gave of David through Samuel to King Saul (1 Sam. 13:14):
주님이 다윗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 (삼상 13:14):
14

The LORD has sought for Himself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the LORD has commanded him to be
commander [leader] over His people... (1 Sam. 13:14)
14

…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리더]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상 13:14)

B.

1.

To obey the commands of God’s heart: He set his heart to obey even after his failures.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명령들에 순종함: 그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2.

To study the emotions of God’s heart: He focused on understanding God’s emotions.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연구함: 그는 하나님의 감정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3.

To contend for the purpose of God’s heart: God’s fullness for his life and generation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목적을 위해 싸워나감: 자신의 삶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목적

David was a student of God’s beauty—His glory (splendor), heart (emotions), wisdom, power, etc.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학생이었다. 그분의 영광 (광채), 마음 (감정들), 지혜, 권능 등
4

One thing I have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Ps 27:4)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KJV 흠정역: 아뢰는] 그것이라 (시 27:4)

C.

David’s primary identity (his sense of value and success) was established in who he was in his relationship
with God. He measured the success of his life in context to how much he grew in grace to walk in love and
meekness. David felt God’s love for him and his love for God; therefore he felt successful even when
circumstances were difficult, even when his calling to be king was threatened.
다윗의 주요 정체성은 (그의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에 근간을
두고 세워졌다. 그는 자신의 삶의 성공을 측정하되, 자신의 사랑과 온유함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근거로 측정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느꼈다. 따라서 그는 환경이 어려울 때, 자신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위협받을 때에도 자신이
성공한 자라고 생각했다.

D.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consists of who we are before God as “one whom God loves” and as “one
who loves God” in response. Our love to God must be expressed in obedienc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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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형성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부분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을 향한 순종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E.

There are two aspects of our confidence in God’s love. First, our confidence in God’s affection for us even in
our weakness. Second, our genuine love for God even when it is weak. Weak love is not false love. David’s
confidence in God’s love was about confidence in God’s affection for him in his weakness, but it was not
about being content to live in compromise. David was disciplined by God for some compromises, but it did
not change the way God felt about him with tender affection.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한 때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연약할지라도 이것이 진실하다는
확신이다. 연약한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다. 그러나 이것이 타협 가운데 살면서도 만족함을 말하지는 않는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타협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바꾸지는 않았다.

II.

DAVID WAS ANOINTED PUBLICLY THREE TIMES
다윗은 세 번 공개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A.

David was anointed on three occasions, receiving enabling grace for three different purposes.
The anointing of the Spirit empowers us by grace to do God’s will in each season of our life.
다윗은 세 번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세 가지 다른 목적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각 시즌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B.

1.

First, David was anointed in Bethlehem (1 Sam. 16:13). God’s assignment to David was to do small
tasks while developing his spiritual identity and meekness with a servant spirit.
첫째,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삼상 16:13).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작은
일들을 하며 그의 영적인 정체성과 종의 마음의 온유함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2.

Second, David was anointed in Hebron (2 Sam. 2:4). God’s assignment to David here was to govern
God’s people without losing his primary identity or his servant spirit.
둘째,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삼하 2:4).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자신의 주요 정체성, 또는 종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3.

Third, David was anointed in Jerusalem (2 Sam. 5:3). God’s assignment to David here was to fully
conquer God’s enemies without losing his primary identity or servant spirit.
셋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삼하 5:3).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자신의 주요 정체성, 또는 종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다.

Three stages in David's calling (Ps. 78:70-72)
다윗의 부르심의 세 가지 단계 (시 78:70-72)
70

He also chose David His servant, and took him from the sheepfolds; 71from following the ewes that had
young He brought him, to shepherd Jacob His people…72So he shepherded them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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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of his heart, and guided them by the skillfulness of his hands.
(Ps 78:70-72)
70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 78:70-72)
1.

Chosen: The Lord called David in his youth while he was living in Bethlehem.
택하시되: 주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년기에 다윗을 부르셨다.

2.

Took: The Lord trained David in the wilderness years and while living in Hebron.
취하시며: 주님은 헤브론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을 훈련시키셨다.

3.

Brought: The Lord put David in position to fulfill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in his life.
이끌어 내사: 주님은 다윗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충만함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세우셨다.

C.

The threefold pattern seen in David’s life calling and vision
다윗의 삶의 부르심과 비전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패턴

III.

1.

The birthing of the vision: the time when David received prophetic promises. He received his initial
call to be king of Israel when he was about 17 years old. Yet he did not become king over all Israel
until he was 37 years old, about twenty years later.
비전의 시작: 이는 다윗이 예언적인 약속들을 받았던 때이다. 그는 약 17 살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약 20 년 후인 37 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다.

2.

The death of the vision: the time God tested and prepared David to equip him to walk out the fullness
of God’s vision for his life.
비전의 사망: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충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

3.

The fullness of the vision: the time God releases greater favor, authority, and resources.
비전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권세, 자원들을 부으시는 시간

FIVE SEASONS AND CITIES IN DAVID’S LIFE
다윗의 삶에 있었던 다섯 개의 시즌과 도시

A.

Bethlehem: The Bethlehem years lasted from his childhood through his teen years (1 Sam. 16-17). David’s
commitment to love God as the primary goal of his life was tested by rejection and by being faithful in the
mundane. He found his identity in his relationship with God as he focused on understanding that God loved
him and on cultivating his love for God. His sense of success was found in his relationship with God and in
being faithful to God by being faithful in small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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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들레헴: 베들레헴 시기는 그의 유년기와 10 대 동안 계속되었다 (삼상 16-17 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는 다윗의 결심은 거절감과, 일상적인 무료한 삶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다. 그는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에서 찾았다.
1.

David had to overcome rejection by his family in this season (1 Sam. 16:7-11) and by his family and
friends throughout his life (Ps. 38:11-12; 69:7-10).
다윗은 이 시즌에 자신의 가족의 거절을 극복해야 했으며 (삼상 16:7-11), 일생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거절을 극복해야 했다 (시 38:11-12; 69:7-10).
10

Jesse made seven of his sons pass before Samuel. Samuel said to Jesse, “The Lord has not chosen
these.” 11Samuel said to Jesse, “Are all the young men here?” Then he said, “There remains yet the
youngest, and there he is, keeping the sheep”…12He sent and brought him in…the LORD said,
“Arise, anoint him; for this is the one!” (1 Sam. 16:10-12)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 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KJV 흠정역: 보소서]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 오매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삼상
16:10-12)
7

Because for Your sake I have borne reproach…8I have become a stranger to my brothers, and an
alien to my mother’s children; 9Because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10When I wept and
chastened my soul with fasting, that became my reproach. (Ps 69:7-10)
7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 8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 10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시 69:7-10)
10

When my father and my mother forsake me…the LORD will take care of me. (Ps. 27:10)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 27:10)

11

My loved ones and my friends stand aloof from my plague, and my relatives stand afar
off. 12Those also who seek my life lay snares for me… (Ps 38:11-12)
11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가 올무를 놓고 … (시 38:11-12)
2.

12

내 생명을 찾는

He was faithful to serve behind the scenes in mundane ways. He was responsible with the small details
of what was entrusted to him (1 Sam. 16:10-11; 17:22). Being faithful in small things is one of Jesus’
primary affirmations on the last day (Mt. 25:21).
그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무료한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책임지고 있었다 (삼상 16:10-11; 17:22). 작은 일들에 충성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이다 (마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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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were faithful over a few things, I will make you ruler
over many things. Enter into the joy of your lord. (Mt 25:21)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 25:21)

B.

Gibeah: The Gibeah years lasted from about age 18 to 22 (1 Sam. 18-20). David’s commitment to love for
God as the primary goal of his life was tested by early favor and temporary popularity. After killing Goliath
(1 Sam. 17), he was promoted to national prominence.
기브아: 기브아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18~22 살에 해당된다 (삼상 18-20 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요 목표로 삼기로 한 다윗의 결심은 초기의 은혜와 일시적인 인기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삼상 17 장) 그는 국가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2

Saul took him that day, and would not let him go home to his father’s house… (1 Sam. 18:2)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삼상
18:2)
1.

He was honored by marrying King Saul’s daughter and moving into the royal court in Gibeah, the
governmental headquarters (Washington, DC). He was given a promotion in the army and celebrated
by all Israel including the women who sang of his triumph (1 Sam. 18:5-8).
그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며, 통치의 핵심인 (워싱턴 DC 와 같은) 기브아의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며 높임을 받게 된다. 그는 군대 안에서 위치가 올라갔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여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았다 (삼상 18:5-8).
5

And Saul set him over the men of war, and he was accepted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7The
women sang as they danced, and said: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8Saul was very angry, and the saying displeased him…(1 Sam. 18:5-8)
5

…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 [KJV: 흠정역: 군사들을 다스리는 자]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 (삼상 18:5-8)
2.

Early promotion can be part of one’s preparation for future destiny. In this season some become too
busy with new opportunities and are distracted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God.
이른 나이에 높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미래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새로이 얻은 기회 때문에 너무 바빠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도 한다.
21

The crucible [is] for silver…but man is tested by the praise he receives. (Prov. 27:21, NIV)

21

C.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 27:21)

Adullam: The Adullam years lasted from about age 23 to 30 (1 Sam. 21-31). David’s commitment to love for
God as the primary goal of his life was tested by adversity in the wilderness for about seven years as King
Saul and 3,000 soldiers sought to kill him (1 Sam. 24: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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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람: 아둘람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23~30 살에 해당된다 (삼상 21-31 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요 목표로 삼기로 한 다윗의 결심은 약 7 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적들을 통해 시험 받았다.
사울과 3,000 명의 병사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삼상 24:2; 26:2).
1

1

David…escaped to the cave of Adullam… (1 Sam. 22: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 로 도망하매 … (삼상 22:1)

1.

The Lord trained David under Saul’s evil leadership to be a great warrior king. Since the Lord was
training him to be Israel’s great warrior king, he needed to know the land. The Lord “put him in the
land” instead of sending him to school to study the geography of Israel.
주님은 사울의 악한 리더십 아래에서 다윗을 위대한 전사이자 왕으로 훈련시키셨다.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이자 왕으로 훈련시키고 있었기에, 그는 땅을 잘 알아야만 했다. 주님은 그를
학교에 보내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하게 하기보다, “그를 땅에 풀어놓았다.”

2.

When God raises up His “Davids,” He trains them in the “seminary of Saul,” sometimes using a
demonized leader who mistreats them, to help them grow deep in their relationship to God.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들”을 세우실 때에, 그분은 그들을 “사울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시키시며,
때로 그들을 험하게 다루는 악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성장해나가도록 도우신다.

3.

Nobody could stop God’s will in David’s life—not Saul, not the Philistines, nor any other. The only
one who could stop David’s destiny was David—by responding in a wrong way.
사울이나 블레셋,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 없었다. 다윗의 부르심을
중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다윗뿐이었다.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다면 말이다.

4.

When we feel pain of mistreatment, disappointment, and delay, the darkest issues of our hearts come
to the surface. Our pain in not receiving the recognition that we expect is often linked to our
unperceived pride. This is the greatest enemy to our calling.
누군가 우리를 잘못 대하거나, 실망이나 지연으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기대했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종종
우리의 인식하지 못한 자만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9

9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who can know it? (Jer.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 17:9)

12

Who can understand his errors? Cleanse me from secret [unperceived] faults. (Ps. 19:12)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인식하지 못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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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compare our unperceived pride to the fault lines that lie below the surface in an earthquake zone.
They come to the surface in our life under the pressure of mistreatment, or delay, etc. Pressure brings
the truth of our desires and pride to the surface so that we can see them.
나는 우리의 인식하지 못한 자만심을 지진대(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의 표면 아래에 있는 단층선에
비교하곤 한다. 이는 우리가 좋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표면으로 올라온다. 어려움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며, 자만심이
표면 위로 나타나게 해서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6.

About 10% of our life is determined by what happens to us and 90% by how we respond to it. We
either get bitter by focusing on what others wrongly did to us or we get better by focusing on our pride
that is exposed. The lesser enemy in David’s life was “Saul” whom God used to expose the greater
enemy, which was the sin and pride within his own heart.
우리 삶의 약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결정되며, 나머지 90%는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인해 결정된다. 우리는 다른 이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드러난 우리의 자만심에 초점을 맞춰서 나음을 입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적인 그의 마음의 죄와 자만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다윗의 삶에서 “사울”이라는 작은 적은
사용하셨다.

7.

I do not consider one ready for their full calling until they have successfully passed several seasons of
disappointments by responding in humility (servanthood and gratitude) without drawing back from
serving with a residue of bitternes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burnout).
나는 어떤 사람이 몇 번의 실망의 시즌 동안에 쓴 마음을 가지고 (종종 탈진이라고 표현되는) 섬김을
중단하지 않고, 겸손(종 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까지는 그가 자신의
부르심의 전체에 대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8.

Leadership Lesson: Endurance with a long-term perspective is essential in walking out one’s full
prophetic destiny and promises.
리더십 강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자신의 예언적 부르심과 약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걸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Hebron: The Hebron years lasted from age 30 to 37 (2 Sam. 2-5). David was tested by receiving only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promises for which he had long labored and waited.
헤브론: 헤브론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30~37 살에 해당된다 (삼하 2-5 장). 다윗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생해오고 기다려왔던 약속들이 부분적으로만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
1

David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up to any of the cities of Judah?” And the LORD said to
him, “Go up.” David said, “Where shall I go up?” And He said, “To Hebron.”
(2 Sam. 2:1)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삼하 2:1)
1.

In Hebron, he was king over only the tribe of Judah. This was only one of the 12 tribes that God had
promised him about 13 years earlier.
헤브론에서, 그는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13 년 전 그에게 약속하신
12 지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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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avid saw himself as the one who lived before God, and secondly he saw himself as the one who
God made him to be before men. In other words, whether he was serving his father as a shepherd, or
Saul as his armor bearer or fleeing as fugitive in the wilderness or ruling as king, David wanted to love
and obey the Lord regardless of the different circumstances and seasons of his life.
첫째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로 보고 있었고, 둘째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즉, 그가 목자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건, 사울의
병기를 맡은 자로 섬기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는 자이건, 또는 왕으로서 다스리건, 다윗은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의 삶의 시즌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했다.

Jerusalem: The Jerusalem years lasted from age 37 to 70 (2 Sam. 6-24). David was tested by the pressures
related to walking in the fullness of the promises and blessings.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날들은 다윗의 나이 약 37~70 살에 해당된다 (삼하 6-24 장). 다윗은 약속과 축복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연관된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다.
11

Beware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by not keeping His commandments…
lest—when you have…built beautiful houses…13and your silver and your gold are multiplied…14when
your heart is lifted up, and you forget the LORD… (Deut. 8:11-14)

12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 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 네 은금이 증식되며
…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 (신 8:11-14)
1.

David’s season of greatest blessing was also his most dangerous season, spiritually speaking. His
greatest failures along with many pressures are recorded in Scripture during this season.
다윗의 위대한 축복의 시즌은 그에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즌이기도 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많은 어려움과 가장 큰 실패들은 바로 이 시즌에 있었던 일들이다.

2.

1 Samuel describes how a young David was mistreated by an older, jealous leader—Saul.
2 Samuel describes how an older David was attacked by a young, ambitious leader—Absalom.
사무엘상은 젊은 다윗이 어떻게 나이 들고 질투 많은 리더인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보여준다.
사무엘하는 나이 든 다윗이 어떻게 젊고 야망있는 리더인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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