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왕 1/17/21
I.

열왕기 상 3 : 5-15

그는 책을 썼습니다! Joshua Harris“I Kissed Dating
Dating Goodbye”, Ravi Zacharias, (내 책) 열왕기 상 4:32,
전도서 12:12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내 아들이 훈계를
받으십시오.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는 육체의 피곤함입니다.
A. 잠언 잠언 1 : 1-7
1. 학습의 피라미드
a) 지식 사실, 가르침이나 경험으로 배운
정보 잠 1 : 4,5,7 이사야 28 : 9-10 그는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 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누구를
만들어야합니까? 젖에서 젖을 뗀,
가슴에서 뽑은 것. 왜냐하면 교훈은 교훈
위에 있어야하고, 교훈 위에
있어야합니다. 줄마다, 줄마다; 여기에
약간, 그리고 약간.
b) 지혜 잠 1 : 2-7, 8:12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실행 열왕기 상 7:14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놋쇠를 입은
일꾼이었습니다. 지혜와 이해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일을 놋쇠로 일하는
교활함. 그리고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일을했습니다.
c) 교육 잠언 1 : 3,7, 잠언 24 : 30-34 할 수양

d) 잠언 1 : 2, 5-7, 4 : 4-7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경험
● 솔로몬이 부족한 것은 징계였습니다.
열왕기 상 3 : 12-14
2. 현명한 어리석은 사람 잠언 1 : 20-25 규모
현명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2 : 15-16, 10 : 1
B.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1 : 1 솔로몬 의
노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1. 그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잠언 31:10
누가 덕이있는 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가격은 루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중“하나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중 2 등에 정착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2. “결혼에 관한 전문가”열왕기 상 11 : 3 독신 인
남자가 결혼에 관한 책을 쓸 줄 알았습니다.
결혼 한 지 40 년이되었고 결혼에 관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전도서 9 : 9
C. 전도서 전도서 12 : 1,13
1. 제가 생각했던 것만 큼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1 : 16-18
a) 돌아가서 바꿀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5

II.

b) 청소년은 젊은이에게 낭비됩니다!
전도서 11 : 9-10
2. 자신을“설교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1 : 1, 12
: 9-12 내가 당신에게 정직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vs. 12 가장 많은 책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최악의 일을하고 있습니다!
D. 시편편을 솔로몬은중 2썼습니다.
1. 시편 72 편 기본적으로 그가 좋은 왕이되고
옳은 일을하도록기도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왕으로서
훌륭했습니다. 열왕기하 2:12, 역대 기상 29:28
2. 시편 127 : 1-5 그의 유산? 역대 하 12 : 1
그러자 르호보암이 왕국을 세우고 자신을
굳건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저 버렸다.
그는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전도서 2 : 8-11
A.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합니다 전도서 5 : 10-11 1 년
안에 금의 무게? 열왕기 상 10:14 이제 솔로몬에게
1 년 만에 들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 삼십 육
달란트였습니다. 800,000 온스 = 오늘의 가격으로
$ 1,488,800,000!!! 얼마나 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1. 만족의 부족 디모데 전서 6 : 6-10
2. 나는 부자 나 가난하고 싶지 않다 잠언 30 : 7-9
“나는 부자 였고 가난했고 부자 가 낫다.”Mae
West (자살하기)

B. Fame & Power Kings I Kings 4 : 29-31,34
1. 자신의 홍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I Kings
8:61, 11 : 4
a) 충분하지 않음 마태 복음 19 : 16-21
b) 그가 한 일이 아님 에베소서 2 : 8-9 그는
단지 교회에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지었습니다!
c) 구원을 살 수 없다 벧전 1 : 18-19 너희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받은 헛된
대화에서은과 금과 같은 부패 할 수있는
것들로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흠도없고
반점이없는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d) 로마서 10 : 9-10,13을 받으십시오 할
수있는 동안. 로마서 2 : 4 또는 그의
선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경멸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끄는 것을 모르십니까? 열왕기
상 11 : 9
2. 교만은 그의 몰락이었다 잠언 16:18 교만은
멸망되기 전에 가고 거만한 영은 타락하기
전에 간다.
C. Women I Kings 11 : 1-4
1.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 복음 5:2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여자를 정욕으로 바라
보는자는 이미 마음 속에 간음을 범 하였

느니라. 여기 아무도 700 명의 아내와 300
명의 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르노!
a) 특히 피해를주는 고린도 전서 6:18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b) 결코 만족잠언 27:20 하지 못한다지옥과
멸망은 결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c) 당신은 불 태워 질 것입니다 잠언 6:25,
27-28,32-33
2.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잠언 18:22찾는좋은
것을 발견 아내를자는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III. 그의 길을 가졌다 신명기 17 : 16-17 그러나 그는 말을
번성해야 할 때까지 말을 번성하지 않으며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 가게하여 말을 번성하게해서는 안된다.
주님 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는 이제부터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 그렇게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아내를
번성하지 말아야하며은과 금을 크게 번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A. 하나님 께서하지 말라고하신 모든
것을하셨습니다! 열왕기 상 9 : 4-7 “나는
다릅니다.” "내겐 안될거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뭘하고 있는지 알아!" 나에게
무엇을해야하는지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9x 그는 이상한 여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열왕기 상 11 : 1-8 자신의 충고를
들어야했습니다!
B. 열왕기 상 12 : 6-8의 조언을 듣지 않겠습니까? 17x
그는 잠언 15:22에서 조언을 조언합니다. 조언이
없이는 실망 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조언자들에게 그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들어야 했어!
C. 그것은 하나님의 마태 복음 6:33보다 그의 왕국에
관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추가 될 것입니다.
Cp. 열왕기 상 3 : 3 ~ 8 : 60 ~ 61 ~ 11 : 4막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께 드리는 것을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