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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가리키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갈멜 

산 대결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바알이 

가짜이며,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승리

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표정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것 같나요? (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맞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표정이에요.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니, 어찌 된 일일까요? 

갈멜 산 대결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을 모두 죽였어요. 이세벨 왕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세벨은 누구보다 바알을 열

심히 섬겼고, 바알 선지자들을 특별하게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어요.

(말풍선 안의 이세벨을 가리키며 화가 난 목소리로) “엘리야, 네가 나의 사람들을 죽였으

니,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왕상 19:2)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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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으로 3-2의 ‘천사와 떡과 물병’을 가린 채 보여주며) 엘리야는 사

람이 살기 힘든 땅,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있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엘리야는 갈멜 산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낸 일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너무 두려워서 멀리 광야까지 도망쳐야 

했어요. 엘리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일로 어려움이 생기자, 마

음이 상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지친 엘리야는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고 지쳤어요.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주세요.” (왕상 19:4)

엘리야는 기도한 후, 지쳐 잠이 들었어요.

(가림막을 제거하고 3-2 전체를 보여주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깨워 떡과 물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천

사를 통해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는 지친 몸이 회복되었어요. 힘을 얻은 

엘리야는 먼 호렙 산(시내 산)까지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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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야,

너는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네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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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멜 산 대결 이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 죽기를 원할 만큼 지치

고 나약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셨어요. 회복된 엘리

야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갈멜 산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나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어떤 경고를 했나요? 이 일을 알게 된 엘리야는 무엇을 했나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1. 광야에 숨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나요?
(지치고 너무 두려워서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어요.)

2.  광야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주셨나
요?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주셨어요. / 힘을 내게 해주셨어요.)

3. 하나님은 시내 산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 엘리야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긴 두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 있

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움마당
정리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3-3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왜 여

기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태껏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

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

들은 저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네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

사를 세워라.” (왕상 19:16)

여러분,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

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을 나타

내는 일이 이어지게 할 것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지치고 두려워하는 엘

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심으로 다시 엘리야를 세워주셨어요.

(별지 ‘회복된 엘리야’를 ‘지친 엘리야’ 위에 붙이며) 회복

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힘 있게 일어나 길을 떠났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