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야와 함께 날아오르는
기도비상 (3)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9:11-12
2019년 11월 20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1. 나도 사람이야, 돌덩이가 아니라고
2. 인간은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3. 가장 위대한 순간이 가장 겸손해야 할 순간이다
4. 육체, 정신, 영혼의 건강을 돌보라
5.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엘리야의 위기
1. 엘리야의 기대
a. 아합 왕 마차 앞에서 16마일, 26킬로를 달려 이스르엘에
도착한 엘리야
b.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회심을 기대한 엘리야
c. 최선을 다한 후에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2. 이세벨의 반응
a.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b.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인 엘리야
c. 하루의 시간:
i. 백성의 신임을 얻은 엘리야 멀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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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백성 앞에서 공개처형
iii. 하나님의 역사 기간
3. 엘리야의 영적 탈진
a. 3-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b. 로뎀나무

c.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00마일, 160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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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하루 더 광야 깊이 들어가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
e.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
f. 야고보서 5: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4. 하나님 절대 신앙과 자신을 바라보는 확신
a. 17, 18장, 하나님께 고정된 엘리야의 시선
b. 19장, 자신에게 관점
c.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
d. 물위를 걷는 베드로와 빠져드는 베드로
e.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
f. 신앙이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지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1. 하나님의 반응
a. 5-7절,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짐
b.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c. 재우고 먹이는 하나님
d.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e. 우리 인생에 로뎀 나무: 예수 그리스도
2. 힘을 얻은 엘리야
a.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b. 음식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힘
c.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약 220마일, 350키로
d.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계명을 받은 시내산 다른 이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1.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a. 9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b. 10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c. 인정심리에 빠진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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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절망보다 더 큰 불신은 없다
2. 하나님의 임재
a.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i. 하나님 현현의 대상들
ii. 갈멜산 전투처럼 거대한 하나님 기대
b.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c.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d.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1. 하나님의 명령
a. 15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b. 16절,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c. 16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d.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e.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그대로
f. 하나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2.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a. 칠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
b. 열왕기상 17-19장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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