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5일베델교회 3

1.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별명으로 불러 주셨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나눠 봅시다. 

2.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렸던 엘리사 선지자(왕하 13:14)가 도단 성읍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 봅시다.

 1)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를 보아야 한다.

  -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군대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대답과 기도의 내용(16-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고, 현실의 난관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 두려움의 이유:

    - (                                    )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15-16절)

    - (                                    ) 지키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17절)

 2) 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필요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18-20절)

  -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눈이 어두워진 아람군대를 도단에서 12마일 떨어진 

   사마리아성까지 인도하여 갔습니다. 엘리사가 아람군대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기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 믿음으로 본 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인지 나눠 봅시다. 

 3) 하나님께 받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를 보아야 한다.(21-23절)

  이스라엘의 왕은 끌려온 아람군대를 치려고 한 반면,(21절) 엘리사는 그들을 달리 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포로를 대하는 방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나눠봅시다.

3.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을지 나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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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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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보이시나요?  열왕기하 6:8-23 



Apply to Life1. Think about what nickname you would like God to call you by, and please share your reason for this. 

2. While prophet Elisha, who was call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2 Kings 13:14), was 
 staying at the city of Dothan, he was surrounded by the army of Aram (Syria) and in danger.  Let’s 
 examine what Elisha, a man of God, saw despite the danger facing him.

 1) We must see Go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The reason that Elisha’s servant was afraid of the army of Aram can be gleamed Elisha’s answer 
   to him and prayer (v. 16-17).  Please discuss the reasons for the servant’s fear, and what present 
   difficulties make you afraid.
         ● Reasons for being afraid:
    - (                                             ) seemed greater than God (v. 15-16)
    - Could not see the horses and chariots of fire protecting (                                             ) (v. 17)

 2) We must see the people who ne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18-20)
  - In order for Israel to witness God’s power, Elisha led the blinded army of Aram (Syria) 12 miles 
   away to Samaria.  Why did Elisha pray for Aram’s army to be blinded, and who was the prayer 
   really for?

  - Those of us who have seen by faith must pray for others around us.  Please share if there’s 
   anyone that come to your mind.

 3) We must see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 received from God. (v. 21-23)
  While the king of Israel wanted to attack the army of Aram that was led astray (v. 21), Elisha did 
  not agree.  What did Elisha urge the king to do with the prisoners, and what is the reason for this?  
  In the same vein, if you are not generous and kind to someone, what might be the reason? 

3. The horses and chariots of fire signify God’s divine protection.  Have you ever felt God’s divine 
 protection at a time of difficulty and danger?  Let us share how we can live under God’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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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See?   2 Kings 6: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