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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개요  

 

1. 솔로몬의 통치 (열왕기상 1-11 장):  

ㄱ.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2:3)는 유언을 남깁니다.  

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실 

때에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대답합니다 (3: 4-15).  

ㄷ.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를 것을 당부하십니다 (9:1-9).  

ㄹ. 하지만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이방 아내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신전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11:1-8), 

하나님은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11:11)고 하십니다.  

ㅁ. 많은 세금과 노동 동원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갈 때 솔로몬의 신하로서 부역을 

감독하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 대적합니다. 아히야 예언자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왕국이 나누어 질 것이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29-39).  

 

2. 나라의 분열 (12-16 장):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ㄱ. 남북의 분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질 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의 과중한 중노동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북쪽 지파들이 떠나감으로 남북 왕국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12:1-20). 



ㄴ. 북왕국을 시작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왕국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게 될까봐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12:30)고 적혀있고, 이제 

이후의 왕들의 죄악을 말할 때에 “여로보암이 걸은 길” (15:34)과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ㄷ. 오므리 왕조: 이후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오므리의 후손들은 4 대에 걸쳐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페니키아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ㄹ.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세벨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높였습니다.  

 

3. 엘리야 (17-22 장):  

ㄱ.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했던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이름이 뜻하듯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가르치던 예언자입니다.  

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팽배하던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려고 모였을 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18:21).  

ㄷ.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불이 제물을 

태우자 백성들은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18:39)라고 말하게 

됩니다. 

ㄹ.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아합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엘리야가 전한대로, 

아합왕은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고 열왕기상이 끝을 맺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