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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 (1) (열왕기상 17:1-7) 

 

 

1.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엘리야는 _____________에 사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 요단 동편 작은 마을) 
 

    *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은 ____________이시다.”  
 

 2) 엘리야는 ___________의 선지자로 __________ 왕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왕상 16: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왕상 17: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

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 예언자, 선지자 = 하나님의 __________을 전하는 자 (왕상 17:2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3) 엘리야는 _________을 경험하지 않고, __________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왕하 2: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

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4) 엘리야는 __________와 함께 변화산에서 ____________을 만났습니다. 
 

   (막 9: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2. 하나님은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1) _____________에 _________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상 17:3-5)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왕상 17:9-10)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

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막 6:7-8)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

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 수요 말씀 시리즈: 하나님의 사람들 (43) : 엘리야 (1) >                                        3-22-2023  

  

 

  (눅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2) __________의 마음을 통해 위대한 ___________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상 17: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

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상 17:17)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

어진지라 
 

  (왕상 17:20-21)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

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

게 하옵소서 하니 
 

   (마태복음 9:35-36)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 __________의 승리에 훙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____________ 붙들게 하셨습니다. 

 

  (왕상 18:20)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

니라.   
 

  (왕상 18:22)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로다.  
 

  (왕상 18:37-38)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

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왕상 18:42-43)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왕상 18:46)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

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