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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의 열매가 맺히는 땅 

Q1. 본문 말씀을 찾아 적어봅시다. 열왕기하 장 절( 2 19~22 )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을 적어봅시다Q2. .
1)  ( ㅁㅅ   )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최초의 선지자 - 
2)  ( ㅇㄹㅇ  )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불병거 타고 천상으로 올라간 선지자  - 
3)  ( ㅇㄹㅅ  ) 엘리야의 제자이며 갑절의 영성을 간구하여 응답 받은 선지자  -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Q3. ?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봅시다Q4. . 

우리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Q5. , ? 
작은 것을 심어도 크게 거둘 수 있습니다- .
겉으로는 보잘 것 없어도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
땅의 것을 심어도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
우리는-  (ㅅㅇ)의 땅에 있는 인생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리고성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독백을 통해 알Q6. ? 
아봅시다.

저주와 대적자의 상징 변화의 기점 ( ㅇㄹㄱ ) 땅
가나안 정복의 시대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는 상징
수( 6:26)

아합왕 시대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

예수님께서 일 시험 당하실 때 40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광야에서 
받으심

아합 왕 시대
영적으로 악하고 경제적 부를 쌓
아 재건축하여 신도시를 만든 곳
왕상( 16:34)

예수님께서 여리고 앞 요단강에
서 세례 받으심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
했던 곳

여리고성 사람들의 독백

돈으로만은 살 수가 없구나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린다 해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 “ . 
는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불행한 거였어 우리는 그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 
우린 원인도 알았어“ . (ㅁ)이 나빠서 그렇다는 걸. (ㄷ)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새그릇과 소금 그리고 물은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Q7. ?
그릇 종종 사람의 a. : (ㅁㅇ)으로 비유됩니다. 
소금 영원한 b. : (ㅇㅇ)을 상징합니다. 
물c. : (ㅅㄹㄴ)과 (ㅎㄴㄴㅇ ㅁㅆ)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퍼포먼스를 통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가에 던지기 사람Q8. ( ) 
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유추해봅시다? . 

하나님께선 시온의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시편 편 절을 통해 살펴봅Q9. ? 20 1~4
시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느낀 점에 대한 고백과 다짐을 나누어 봅시다, .★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여리고 땅을 시온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생 ! 
명의 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강이 흐르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시온의 땅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시온의 옥토에서 배 배 배의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30 , 60 , 100 . 
날마다 우리의 마음 새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을 담아 생명의물 속으로 우리를 던
지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 .

사랑의교회 _

하나님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 ! . , 
방해했던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저주 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감히 우리들의 입술로 용? 
서를 구하기 힘들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우, . 
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 우릴 용서해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쇼. .”

하나님

얘들아 모름지기  “ . (말씀)이라는 건 말야 나의 영원한 . (언약)이 담겨 있어야 돼.
신자의 가슴 속엔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의 강에는 나의 언약이  . 
담겨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언약이 담긴 말이 너희의 영혼 속에서 흘러넘칠 때 . 
그 때 너희는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