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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69: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잠언 7:2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사무엘상 26: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69: 제 6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 

답 69: 제 6 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Throw Out the Lifeline 
https://www.youtube.com/watch?v=PjXr9tQT6bU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CU3t7DNb5zE (Korean) 
 
Children’s Song: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https://www.youtube.com/watch?v=Dh8bAgPFJYI&list=PLYHSrgTgU3ElRIkWSREkCrl5wZ8k
Bnj0O&index=2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사무엘상 26:1-25 

• 누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 이에 대해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 가족, 교회, 친구, 선교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마무리하는 것을 하십시요. 

• 예배를 마친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PjXr9tQT6bU
https://www.youtube.com/watch?v=CU3t7DNb5zE
https://www.youtube.com/watch?v=Dh8bAgPFJYI&list=PLYHSrgTgU3ElRIkWSREkCrl5wZ8kBnj0O&index=2
https://www.youtube.com/watch?v=Dh8bAgPFJYI&list=PLYHSrgTgU3ElRIkWSREkCrl5wZ8kBnj0O&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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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26:1-25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3 광야 앞 하길라산 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4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줄 알고  

 
5 일어나 사울의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 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13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14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 네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있나 보라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18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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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 되었도다  

 
22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하소서  

 
23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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