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 1:15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Col 1:15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골 1: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
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
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
습니다.

Col 1:16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왕상 8:63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이만 이
천 마리이고, 양이 십이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
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1Kg 8:63 Solomon offered as peace 
offerings to the LORD 22,000 oxen and 
120,000 sheep. So the king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dedicated the house of 
the LORD.



I.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
리의 온전한 마음입니다(1-5
절).



왕상 9:1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
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1Kg 9:1 As soon as Solomon had 
finished building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and all 
that Solomon desired to build,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

= 성전과 왕궁 짓는 일



왕상 9:4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
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
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1Kg 9:4 And as for you, if you will 
walk before me, as David your father 
walked, with integrity of heart and 
uprightness, doing according to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keeping my statutes and my rules,



왕상 9:5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
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
히 지켜 주겠다.

1Kg 9:5 then I will establish your 
royal throne over Israel forever, as I 
promised David your father, saying, 
'You shall not lack a man on the 
throne of Israel.'



역군 - 30,000명
짐꾼 – 70,000명
돌뜨는자 - 70,000명
감독관 – 3,300명
공사기간 - 7년
금 – 8,000달란트
은 – 17,000달란트
놋 – 18,000달란트
철 – 100,000달란트



출 20:4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
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Ex 20:4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출 32:4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
희의 신이다.

Ex 32:4 And he received the gold from 
their hand and fashioned it with a 
graving tool and made a golden calf. And 
they said,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출 32:5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
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
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Ex 32:5 When Aaron saw this, he 
built an altar before it. And Aaron 
made proclamation and said, 
"Tomorrow shall be a feast to the 
LORD."



II.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
리의 온전한 헌신입니다(6-9
절).



왕상 9:6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
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
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
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
배하면, / ㉠히, '너희‘

1Kg 9:6 But if you turn aside from 
following me, you or your children, and 
do not keep my commandments and my 
statutes that I have set before you, but 
go and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