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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 Your Heart
Pastor Young-Ho Pak: Sunday, 18th December 2022

Today’s Bible Quote: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for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Proverbs 4:23  

Are you keeping _______________ with God’s purpose for your life? 
In the spring of the year, when kings normally go out to war, David sent Joab and the 
Israelite army to fight the Ammonites. They destroyed the Ammonite army and laid 
siege to the city of Rabbah. However, David stayed behind in Jerusalem. 2 Samuel 11:1 
NLT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1 Corinthians 12:27 ESV 

Do you know God’s Word and His __________ for your desires? 
2 Late one afternoon, after his midday rest, David got out of bed and was walking on 
the roof of the palace. As he looked out over the city, he noticed a woman of unusual 
beauty taking a bath. 2 Samuel 11:2 NLT 
And the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and were not ashamed. Genesis 2:25 ESV 

Are you keeping any sins a __________? 
3 He sent someone to find out who she was, and he was told, “She 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and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4 Then David sent messengers to 
get her; and when she came to the palace, he slept with her. She had just completed 
the purification rites after having her menstrual period. Then she returned home. 5 
Later, when Bathsheba discovered that she was pregnant, she sent David a message, 
saying, “I’m pregnant.” 2 Samuel 11:3-5 NLT 
Whoever conceals their sins does not prosper, but the one who confesses and 
renounces them finds mercy. Proverbs 28:13 NIV 

Are you willing to let go of _______________ to do what is right? 
14 So the next morning David wrote a letter to Joab and gave it to Uriah to deliver. 15 
The letter instructed Joab, “Station Uriah on the front lines where the battle is fiercest. 
Then pull back so that he will be killed.” 2 Samuel 11:14-15 NLT 
Why, then, have you despised the word of the Lord and done this horrible deed? 2 
Samuel 12:9a NLT 

Do you have __________ who tell you God’s __________ no matter what? 
Then Nathan said to David, “You are that man!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anointed you king of Israel and saved you from the power of Saul. 2 Samuel 12:7 NLT 
Faithful are the wounds of a friend, But deceitful are the kisses of an enemy. Proverbs 
27:6 NASB 

Do you trust that God is _______________ than your sin? 
Then David confessed to Nathan,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Nathan replied, “Yes, 
but the Lord has forgiven you, and you won’t die for this sin. 2 Samuel 12:13 NLT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2 Timothy 2:13 ESV

오늘의 성경 말씀: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23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__________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 보
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
다. 사무엘하 11:1 우리말성경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27 우리말성경 

당신은 당신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__________를 알고 있습니까?  
2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하 11:2 쉬운성경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5 우리말성경 

당신은 __________로 유지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3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
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4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
고 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
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무엘하 11:3-5 쉬운성경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
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 28:13 우리말성경 

당신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 대한 ________를 내려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14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15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
리아만 혼자 남겨 두고 물러나거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사무엘하 11:14-15 쉬운성
경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사
무엘하 12:9a 쉬운성경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_____를 말해 줄 수 있는 _____가 있습니까?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 주었고 
사무엘하 12:7 쉬운성경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27:6 우리말성경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보다 더 __________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
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13 쉬운성경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13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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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Discussion & Prayer | 2 Samuel 11:1-17,26-27 NLT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the passage below together. 
2. What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e passage? 
3.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sermon today? 
4. How can you apply what your heart is hearing in God’s Word this week? 
5. Pray together. 

1 In the spring of the year, when kings normally go out to war, David sent Joab and 
the Israelite army to fight the Ammonites. They destroyed the Ammonite army and 
laid siege to the city of Rabbah. However, David stayed behind in Jerusalem. 2 Late 
one afternoon, after his midday rest, David got out of bed and was walking on the 
roof of the palace. As he looked out over the city, he noticed a woman of unusual 
beauty taking a bath. 3 He sent someone to find out who she was, and he was told, 
“She 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and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4 Then 
David sent messengers to get her; and when she came to the palace, he slept with 
her. She had just completed the purification rites after having her menstrual period. 
Then she returned home. 5 Later, when Bathsheba discovered that she was 
pregnant, she sent David a message, saying, “I’m pregnant.” 6 Then David sent word 
to Joab: “Send me Uriah the Hittite.” So Joab sent him to David. 7 When Uriah 
arrived, David asked him how Joab and the army were getting along and how the 
war was progressing. 8 Then he told Uriah, “Go on home and relax.” David even sent 
a gift to Uriah after he had left the palace. 9 But Uriah didn’t go home. He slept 
that night at the palace entrance with the king’s palace guard. 10 When David heard 
that Uriah had not gone home, he summoned him and asked, “What’s the matter? 
Why didn’t you go home last night after being away for so long?” 11 Uriah replied, 
“The Ark and the armies of Israel and Judah are living in tents, and Joab and my 
master’s men are camping in the open fields. How could I go home to wine and dine 
and sleep with my wife? I swear that I would never do such a thing.” 12 “Well, stay 
here today,” David told him, “and tomorrow you may return to the army.” So Uriah 
stayed in Jerusalem that day and the next. 13 Then David invited him to dinner and 
got him drunk. But even then he couldn’t get Uriah to go home to his wife. Again he 
slept at the palace entrance with the king’s palace guard. 14 So the next morning 
David wrote a letter to Joab and gave it to Uriah to deliver. 15 The letter instructed 
Joab, “Station Uriah on the front lines where the battle is fiercest. Then pull back so 
that he will be killed.” 16 So Joab assigned Uriah to a spot close to the city wall 
where he knew the enemy’s strongest men were fighting. 17 And when the enemy 
soldiers came out of the city to fight, Uriah the Hittite was killed along with several 
other Israelite soldiers. 
26 When Uriah’s wife heard that her husband was dead, she mourned for him. 27 
When the period of mourning was over, David sent for her and brought her to the 
palace, and she became one of his wives. Then she gave birth to a son. But the Lord 
was displeased with what David had done. 

This week’s reading: 2 Samuel 11-12

CTC 토의 & 기도 | 사무엘하 11:1-17,26-27 
1. 서로 돌아가며 아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 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슴속 깊이 깨달은 것을 이번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하세요. 

1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
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 성을 공격했습니
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
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
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3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
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4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
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6 다윗은 요압에게 "헷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
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
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는지, 군인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은 잘 되고 있
는지를 물었습니다. 8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시오"라고 말하고 선물
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9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는 왕궁 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10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
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랫
동안 집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11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
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라. 내일 그
대를 싸움터로 돌려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 날과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
었습니다. 13 그 때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먹
고 마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아는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14 이
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15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
리아만 혼자 남겨 두고 물러나거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16 요압은 성을 살피
다가 그 성 중에서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알아 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 곳으
로 보냈습니다. 17 성의 군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압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26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27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
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읽기: 사무엘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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