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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Gifts From a Good God
Seth Cranfill: Sunday, Sunday, 8th January 2023

Today’s Bible Quote: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give good things to those who ask Him! 
 Matthew 7:11 ESV 

We must be strong ______________ and the power of _______________ 
10 Finally, m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Ephesians 
6: 10 KJV 
Have not I commanded thee? be strong and courageous; be not terrified nor affrighted, 
for with thee is Jehovah thy God in every place whither thou goest.' Joshua 1:9 YLT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Matthew 11:12 ESV 

“__________” sins can lead to big ____________________ 
17 And he shall not acquire many wives for himself, lest his heart turn away, nor shall 
he acquire for himself excessive silver and gold. Deuteronomy 17:17 ESV 
15 Catch the foxes for us, the little foxes that spoil the vineyards, for our vineyards are 
in blossom. Song of Solomon 2:15 ESV 

We must _______________ God _______________ 
13 "Take heed to yourself that you do not offer your burnt offerings in every place that 
you see; 14 "but in the place which the LORD chooses, in one of your tribes, there you 
shall offer your burnt offerings, and there you shall do all that I command you. 
Deuteronomy 12:13-14 NKJV 
23 But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people to worship him. 24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John 4:23-24 
ESV 

God wants to give __________ gifts in line with His _____ and _______________ 
17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adow due to change. James 1:17 ESV 
5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him. James 1:5 ESV 
13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is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John 14:13 ESV 
3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rongly, to spend it on your passions. 
James 4:3 ESV 
7 When a man's ways please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to be at peace with 
him. Proverbs 16:7 ESV

오늘의 성경 말씀: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11 현대인의성경 

우리는 __________________, 그리고 _________________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에베소서 6:10 현대인의성
경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개역개정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11:12 쉬운성경 

‘__________’ 죄가 심각한 __________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
이모아 두지 말라. 신명기 17:17 우리말성경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애
가서 2:15 우리말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합니다 
1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
라. 14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
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신명기 12:13-14 우리말성경 
23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24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요한복음 4:23-24 쉬
운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_____과 __________에 따라 _________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17 우리말성경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5 우리말성경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
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13 우리말성경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
보서 4:3 우리말성경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
다. 잠언 16:7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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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Discussion & Prayer | 1 Kings 3:1-15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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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mon made a marriage alliance with Pharaoh king of Egypt. He took Pharaoh's 
daughter and brought her into the city of David until he had finished building his 
own house an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wall around Jerusalem. 2 The people 
were sacrificing at the high places, however, because no house had yet been built 
for the name of the LORD. 3 Solomon loved the LORD, walking in the statutes of 
David his father, only he sacrificed and made offerings at the high places. 4 And the 
king went to Gibeon to sacrifice there, for that was the great high place. Solomon 
used to offer a thousand burnt offerings on that altar. 5 At Gibeon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in a dream by night, and God said, "Ask what I shall give you." 
6 And Solomon said, "You have shown great and steadfast lov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because he walked before you in faithfulness, in righteousness, 
and in uprightness of heart toward you. And you have kept for him this great and 
steadfast love and have given him a son to sit on his throne this day. 7 And now, O 
LORD my God, you have made your servant king in place of David my father, 
although I am but a little child. I do not know how to go out or come in. 8 And your 
servant is in the midst of your people whom you have chosen, a great people, too 
many to be numbered or counted for multitude. 9 Give your servant therefore an 
understanding mind to govern your people, that I may discern between good and 
evil,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your great people?" 10 It pleased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11 And God said to him, "Because you have asked this, and 
have not asked for yourself long life or riches or the life of your enemies, but have 
asked for yourself understanding to discern what is right, 12 behold, I now do 
according to your word. Behold, I give you a wise and discerning mind, so that none 
like you has been before you and none like you shall arise after you. 13 I give you also 
what you have not asked, both riches and honor, so that no other king shall 
compare with you, all your days. 14 And if you will walk in my ways, keeping my 
statutes and my commandments, as your father David walked, then I will lengthen 
your days." 15 And Solomon awoke, and behold, it was a dream. Then he came to 
Jerusalem and stood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offered up 
burnt offerings and peace offerings, and made a feast for all his servants.  

This week’s reading: 1 Kings 1-3

CTC 토론 & 기도 | 열왕기상 3:1-15 우리말성경 
1. 서로 돌아가며 아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나요?
3. 오늘 설교 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슴속 깊이 깨달은 것을 이번 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5. 함께 기도하세요.

1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 성으
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2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
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4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
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
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5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
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솔로몬이 대
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7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
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8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
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9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
겠습니까?” 10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1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네 원수
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12 내가 네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3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
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 또 네
가 만약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15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
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열왕기상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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