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용감했던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

라고 말 하셨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한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은“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교만하여 끝까지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 ~ 3장



다윗은 새로 왕이 된 솔로몬과 모든 방백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 로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 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에서 하나님께 천 번

이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답에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1) 산당 : 신을 섬기기 위해 산 위에 지은 제사 장소



솔로몬이 깨어난 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로운 마음과 부귀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서 다른 많은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 하셨나요? (                )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로 이루어집니다.

2. 아도니아는 외모가 뛰어났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다윗이 아도니아보다 솔로몬을 더 좋아해서

�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더 강해서

�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 솔로몬 � 압살롬 � 아도니아

1.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어떠한 소원을 말하고 싶나요?

2.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길 원했나요?

3.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쁘게 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광

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 을 읽고 적어 보세요.)



다음 성욱이의 기도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 주시

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1. 성욱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2.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아래에 적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