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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쟁기로 갈아야 하는데 소가한마리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젊은농부였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죠.  

엘리사는 빈 자리에자신이
들어가, 다른소들과 함께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힘세고 지혜로운,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떠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났기에 엘리사는
슬펐지만, 하나님께 엘리야와
같은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집어들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흐르는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벧엘이라는 마을로
가고있었어요. 몇명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는,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신경 쓰지않았어요. 
그러자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컷곰두
마리가수풀에서 나오더니,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어느날 엘리사는 한과부를 만났는데, 이과부는 빌린
돈을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지못하자, 

빚쟁이는 그대신
과부의 두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엘리사는, 
“가서모든 이웃에게
빈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위해놀라운 일을
하실예정이었어요. 



과부의 집에는 작은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작은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과부가
빌려온 모든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그
시대에 욕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욕조까지
채우시지 않았을까요? 
과부는 기름을 팔아서
아들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한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집에
특별한 방하나를 만들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때머무를 처소로
드렸습니다. 방안에는
침대하나와 탁자, 
의자, 그리고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방은 항상
엘리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부부의 친절에 어떻게 보답할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알게 된
엘리사는, 여인에게 믿기어려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년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안고 있을겁니다.” 
정말로 일년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아버지와 함께 들판에
있을때, 갑자기 “내머리야, 머리야” 하고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오자,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엘리사의 방침대에

뉘었습니다. 누가 이여인을
도울 수있을까요?



엘리사라고요? 맞아요! 여인은당나귀를 타고최대한
빨리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의 집으로온
엘리사는 홀로 위층에올라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다시살려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이를
데려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웃나라 시리아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살았습니다. 나아만은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이라는 끔찍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나아만의 아내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출신 소녀를
하인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소녀가 말했습니다. 
“나아만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있다면
좋겠어요. 선지자님이
장군님의 문둥병을 낫게
할수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즉시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물로 은과 금,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갔습니다.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나라인 시리아에도
깨끗한 강이많은데, 
거기서 씻을수없어
여기까지 온것이
아니니까요. 화가난
나아만은 방향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를 설득해서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게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일곱번
몸을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는참
신이신 엘리사의 하나님, 
그의문둥병을 낫게하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은후에도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오래 전
묻힌동굴에 한남자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몸이선지자의
뼈에닿자, 남자는
다시살아나서 자기
발로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의신실한 종,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사람엘리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13장

“주의말씀을열므로우둔한자에게비취어

깨닫게하나이다.”  시편 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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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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