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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ives Us the Victory
Pastor Young-Ho Pak: Sunday, 4th December 2022

Today’s Bible Quote: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inthians 15:57 NIV 

We have a fierce __________ who defies God and His ____________________ 
8 Goliath stood and shouted a taunt across to the Israelites. “Why are you all coming 
out to fight?” he called. “I am the Philistine champion, but you are only the servants of 
Saul. Choose one man to come down here and fight me! 9 If he kills me, then we will be 
your slaves. But if I kill him, you will be our slaves! 10 I defy the armies of Israel today! 
Send me a man who will fight me!” 11 When Saul and the Israelites heard this, they 
were terrified and deeply shaken. 1 Samuel 17:8-11 NLT 
Stay alert! Watch out for your great enemy, the devil. He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1 Peter 5:8 NLT 

Those _____   __________ belong to this enemy of God 
But when people keep on sinning, it shows that they belong to the devil, who has been 
sinning since the beginning. 1 John 3:8a NLT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ankind, because all sinned— Romans 5:12 NASB 
But when David’s oldest brother, Eliab, heard David talking to the men, he was angry. 
“What are you doing around here anyway?” he demanded. “What about those few 
sheep you’re supposed to be taking care of? I know about your pride and deceit. You 
just want to see the battle!” 1 Samuel 17:28 NLT 

Jesus came to _______________ the works of the devil 
But the Son of God cam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1 John 3:8b NLT 
45 David replie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swor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eaven’s Armies—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46 Today the Lord will conquer you, and I will kill you and 
cut off your head. And then I will give the dead bodies of your men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47 And everyone 
assembled here will know that the Lord rescues his people, but not with sword and 
spear. This is the Lord’s battle, and he will give you to us!” 1 Samuel 17:45-47 NLT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Genesis 3:15 NIV 

Everyone in Christ will be made __________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1 Corinthians 15:22 NIV 
55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56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57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inthians 15:55-57 NIV

오늘의 성경 말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57 NIV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__________을 거스르는 사나운 __________가 있습니다 
8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9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
겨야 한다.” 10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
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11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
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17:8-11 우리말성경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
니다. 베드로전서 5:8 우리말성경 

__________   __________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적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
니다. 요한1서 3:8상 우리말성경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개역개정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
는 어쩌자구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
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사무
엘상 17:28 우리말성경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일을 _______________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1서 3:8하 우리말성경 
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로 나왔다. 46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
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
나님을 알게 하겠다. 47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7:45-47 새번역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15 우리말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__________ 될 것입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
도전서 15:22 우리말성경 
55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
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55-57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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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ives Us the Victory
Pastor Young-Ho Pak: Sunday, 4th December 2022

CTC Discussion & Prayer | 1 Samuel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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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Don’t worry about this Philistine,” David told Saul. “I’ll go fight him!” 33 “Don’t 
be ridiculous!” Saul replied. “There’s no way you can fight this Philistine and 
possibly win! You’re only a boy, and he’s been a man of war since his youth.” 34 But 
David persisted. “I have been taking care of my father’s sheep and goats,” he said. 
“When a lion or a bear comes to steal a lamb from the flock, 35 I go after it with a 
club and rescue the lamb from its mouth. If the animal turns on me, I catch it by 
the jaw and club it to death. 36 I have done this to both lions and bears, and I’ll do it 
to this pagan Philistine, too, for he has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37 The 
Lord who rescued me from the claws of the lion and the bear will rescue me from 
this Philistine!” Saul finally consented. “All right, go ahead,” he said. “And may the 
Lord be with you!” 38 Then Saul gave David his own armor—a bronze helmet and a 
coat of mail. 39 David put it on, strapped the sword over it, and took a step or two 
to see what it was like, for he had never worn such things before. “I can’t go in 
these,” he protested to Saul. “I’m not used to them.” So David took them off again. 
40 He picked up five smooth stones from a stream and put them into his shepherd’s 
bag. Then, armed only with his shepherd’s staff and sling, he started across the 
valley to fight the Philistine. 41 Goliath walked out toward David with his shield 
bearer ahead of him, 42 sneering in contempt at this ruddy-faced boy. 43 “Am I a 
dog,” he roared at David, “that you come at me with a stick?” And he cursed David 
by the names of his gods. 44 “Come over here, and I’ll give your flesh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Goliath yelled. 45 David replie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swor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eaven’s Armies—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46 Today 
the Lord will conquer you, and I will kill you and cut off your head. And then I will 
give the dead bodies of your men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47 And everyone assembled here will 
know that the Lord rescues his people, but not with sword and spear. This is the 
Lord’s battle, and he will give you to us!” 48 As Goliath moved closer to attack, 
David quickly ran out to meet him. 49 Reaching into his shepherd’s bag and taking 
out a stone, he hurled it with his sling and hit the Philistine in the forehead. The 
stone sank in, and Goliath stumbled and fell face down on the ground. 50 So David 
triumphed over the Philistine with only a sling and a stone, for he had no sword. 51 
Then David ran over and pulled Goliath’s sword from its sheath. David used it to kill 
him and cut off his head. 

This week’s reading: 1 Samuel 17

CTC 토의 & 기도 | 사무엘상 17:32-51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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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
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33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
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 온 전사
다.” 34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 가면 35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 냈습
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
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37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 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 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38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39 다윗은 그 군
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40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
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
에게로 다가갔습니다. 41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42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
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43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44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45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
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
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47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 나갔
습니다. 49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
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50 이렇
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
서 죽인 것입니다. 51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
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번 주 성경읽기: 사무엘상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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