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야와 함께 날아오르는
기도비상 (2)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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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
1. 엘리야의 도전
a.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삼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i. 하나님께 전적 의존된 엘리야의 3년
ii.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에게 나아가는 엘리야
iii. 고난 속에 깊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iv. 전적 의존의 능력
b. 18: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c. 머뭇머뭇하는 인생
i. 진리를 모르는 대중의 모습
ii. 양자택일의 인생?
d. 전적 헌신은 전적 믿음에서 나온다
e. 현대 바알 숭배자
f. 이제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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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알 제사장과의 영적 전쟁
a. 4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b. 갈멜: 하나님의 포도원
c. 예수님 시대 제사장 480명
d. 18: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e.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지던 시대
3. 대답 없는 바알
a. 18: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답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b. 18:28-29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c. 죽은 신 바알의 모습
i.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ii. 아무 소리도, 응답도,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4. 엘리야의 여유
a. 승리에 대한 절대 확신
b. 승리한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성도
5.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a.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엘리야
i. 30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ii.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
두 개를 취하니
iii. 무너진 언약을 상기시키는 엘리야
iv. 회복해야 할 내용: 관계, 예배,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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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에 대한 절대 확신
i. 33절,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ii. 34절, 세 번째로 그리하라
iii.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
더라
c.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 아니라 정복해야 할 대상
6.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a.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b.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c.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분명한 목표
d. 하늘에서 내려온 불
e. 영적 전투에서 승리 비결은 절대 믿음
7. 하나님의 승리
a.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b. 40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c.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8. 엘리야의 기도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a.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b.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c.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집요한 기도
d.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e. 자연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9.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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