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한길교회 구역교재 

진실하게 회개하라! (사무엘하 24:1-17)  

 (매일성경 둘째 주 그룹 큐티나눔) 

 
 

 

▣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나 주를 멀리 떠났다(찬송 273장, 구 331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일탈적인 죄가 아니라 이 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변한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인구 조사 직후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고백합니다. 

 

 

 

▣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1-9절).  

 

1)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1절; 

참조. 대상 21:1)? 

 

 

2)  요압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2-4절)? 

 

 

3) 인구 조사 결과는 무엇입니까(5-9절)? 

 

나눔 1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만연해 있었으며, 다윗 의 인구 조사는 왕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2.  다윗은 인구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10-17절). 

 

1)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10절)? 

 

 

 

2)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1-14절)? 

 

 

 

3)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15,16절)? 

 

 

나눔 2  다윗은 인구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인정하고 회개 했습니다. 나 자신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긍휼만 바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회복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 밖에 바랄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면 나눠 보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죄를 깨닫는 지혜, 죄를 시인하는 용기,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주소서. 

 

공동체 _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