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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
잠언 4:20-27(구약 914)

◾마중물

 ∘산악인 엄홍길

  -히말라야 8천 미터, 16봉 등반

  -반복되는 실패와 셰르파의 죽음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했는가?

  -방치한 것은 없는가?

 

◾다윗의�실패

  삼하 11:1-2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

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환기의 위험: 집 장만, 은퇴, 합격, 성공 이후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

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

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

이다 하니라” 

  27 “…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실패의�확장성

 ∘다윗의 간음과 살인, 그 이후

  -왕의 힘으로 묵인하면 …

  -큰아들, 암논의 성폭력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복수

  13:37-39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

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암논)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8압살롬이 도망하

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삼 년이라 39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의 무능 / 묵인과 방치

  -압살롬의 쿠데타

  ∘솔로몬은 다윗과 형들의 치정, 살인, 복수와 성폭력을 끊어냈을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번 넘어졌을 때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일곱 번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한 번만으로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쓰

시타 고노스케)

 ∘다윗은 알았을까?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해주시지만 지워 버리시지는 않는다.

  고전 10:6(메시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

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흘려보내야�할�생명수

 ∘시부모와 함께 산 아들 내외

  -며느리의 방과 옷장

  -불화의 연쇄반응

  -어떻게 풀어야 할까?

 ∘매년 12월 31일, 실패를 기념하는 날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실패는 무엇인가?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