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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everyone to IIBC this morning. 

 

Pray: Let’s be thankful for our many blessings and say so this morning to 

God.  
1
 

 

 
 

We return to another lesson from Acting Like A Christian (ALAC). 
2
 

오늘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 책에 나온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We may have opportunity to pass out copies of ALAC for your review today.  

오늘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그 책자를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1
 Ref: file:///C:/Documents/Sermons/Missions/2020-02-23_The_Age_of_Pestilences%20(1).pdf 

 
All Scripture taken from the King James Version (via e-sword, reference (Ref:),  www.e-sword.net ) and/or the 

Korean King James Version ((KKJV), ref: http://www.keepbible.com ). All word definitions are from Strong’s 

Concordance, via e-sword.                                                                                                                                                    

    Sometimes, large quotes are taken from reference books inside of e-Sword and placed into the Background 

Notes. These are to give context to terms or issues that the speaker is preaching and teaching on. Generally, 

sermons are posted later on the IIBC website. When you refer to https://iibckorea.com/sermon-archive/ you can 

download selected sermons for review. 

    We encourage IIBC members to pray for three impossible things, for three minutes every day. What is 

impossible in your life? Have you asked God about it yet in prayer?   

Matthew 21:22 And all things, whatsoever ye shall ask in prayer, believing, ye shall receive. 

22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Have you ever tried reading your Bible through in one year? God will bless you if you give His entire Word a 

read? 

 
2
 This lesson is adapted from Acting Like A Christian (ALAC), an IIBC discipleship guide. An addendum on 

Spiritual Gifts is currently under translation from English to Korean.. 

file:///C:/Documents/Sermons/Missions/2020-02-23_The_Age_of_Pestilences%20(1).pdf
http://www.e-sword.net/
http://www.keepbible.com/
https://iibckorea.com/sermon-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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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find an error in English, or Korean, let us know and we will correct it. 

영어나 한글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discipleship guide will help you grow. 이 제자훈련 안내서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Try your best to work through it. We will preach the lessons at IIBC, but it is 

also good if you will go through them with your Bible. 최선을 다해서 책 

전체를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내용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한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Today’s sermon is on prayer. 오늘의 설교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Let’s start with some context by listing some famous Biblical prayers: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n Genesis, Abraham prayed for Lot’s family: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 God sent angels to save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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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 prayed for Rebekah’s womb: 

이삭은 리브가의 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 It opened. Rachel gave birth to twins: Esau and Jacob. 

태가 열렸습니다. 라헬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Jacob prayed for a blessing: [This was when he was wrestling with an Angel.] 

야곱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때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 He received a new name - Israel.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Hannah prayed for a baby: 

한나는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 God sent Samuel.  Hannah was so thankful that she ‘lent Samuel’ to the 
Lord.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렸습니다. 

 

Have you ever offered your children up to The Lord for His service? 

여러분은 자녀를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offered yourself for The Lord’s service?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Are you saved? 
3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Have you been Biblically baptized? 당신은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Is thy heart right with God?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릅니까? 

 

Samuel prayed for his people – Israel: 

사무엘은 그의 백성(이스라엘) 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 God sent Saul, Jonathan & David. 

                                                           
3
 Read Romans 3:10, 3:23, 5:12, 6:23, 5:8, 10:9-10, 13. Ask The Lord to sa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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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사울, 요나단 그리고 다윗을 보내주셨습니다. 

 

David prayed for deliverance: 

다윗은 구출을 기도했습니다: 

 
• God made him King over Israel.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If you study the life of David you find that God always blessed him, when 

he ‘enquired of the Lord’. 
4
 다윗의 삶을 공부해보면 가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We should remember that. It will save us a lot of trouble.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많은 고통을 

줄여줍니다. 

 

Solomon prayed for wisdom: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 God gave him riches and strength too.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Elijah prayed for drought, rain, and revival: 

엘리야는 가뭄, 비,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 God sent all three - drought, rain, and revival. 

하나님께서는 이 세가지 모두를 응답하셨습니다. 

The Lord prayed at Gethsemane: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 He made it to, and through the cross.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If you study the life of Jesus Christ – it is all about prayer.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해보면 -- 그것은 기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4
 By contrast, the opposite occurred when he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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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 Jesus would get up early in the morning to pray. 주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The Lord Jesus would pray throughout the day. 주 예수님께서는 하루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The Lord Jesus would stay up late in the evening to pray. 주 

예수님께서는 저녁 늦게까지 자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When you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some person is on your 

heart – don’t search the web, … Pray for that person.  한 밤중에 잠이 

깨어, 누군가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인터넷을 찾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This, more than likely, is a nudge from The Lord.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When God puts someone on you heart at any time – please pray for them.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실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This is proof that you are a soldier in The Lord’s Army – when He tasks 

you to pray.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의 임무를 주실 때, 이는 

여러분이 주의 군대의 군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Think about this. God may wake someone up to pray for you when you 

need it.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깨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 So, pray. 
5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You don’t have to tell anybody about it; God knows, just pray.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단지 

기도하십시오. 

Cornelius, a Gentile, prayed for a preacher: 
                                                           
5
 One missionary speaker at our local church, said that when he and his wife need wisdom or help, they pray 

‘Lord, please wake someone up to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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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넬료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 God sent Peter; a Jew.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 주셨습니다.  

 

A Macedonian in Macedonia, prayed for a missionary: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선교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 God sent Paul – who let loose from Troas (in Asia Minor) sailed across the 
sea and went to Macedonia.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 주셨습니다. 
6
 

                                                           

6
 Acts 17:7 After they were come to Mysia, they assay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suffered them not. 

   7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8 And they passing by Mysia came down to Troas. 

   8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9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There stood a man of Macedonia, and prayed him, saying, Come 

over  

   into Macedonia, and help us. 

   9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And after he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endeavoured to go into Macedonia, assuredly gathering 

that  

    the Lord had called us for to preach the gospel unto them. 

    10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Assuredly gathering:  G4822 συμβιβάζω sumbibazō soom-bib-ad'-zo From G4862 and βιβάζω bibazō 

(to force; causatively [by reduplication] of the base of G939); to drive together, that is, unite (in 

association or affection), (mentally) to infer, show, teach: - compact, assuredly, gather, instruct, knit 

together, prove. Total KJV occurrences: 6  

     11 Therefore loosing from Troas, we came with a straight course to Samothracia, and the next [day] to 

Neapolis; 

     11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Please notice that God hears heathen folks who pray for missionaries. 

     How much more will God answer, when His elect pray for souls (Psalm 2:8), give towards missions,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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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spel got to Europe, America, and later to Korea. 복음이 유럽, 

아메리카, 후에 한국에 퍼졌습니다. 

 

One solitary prayer from that unnamed man, changed the course of 

everlasting history!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외로운 기도가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Where will the gospel go next? 복음은 다음에 어디로 향할까요? 

 

Where will the Gospel go from IIBC? 복음이 IIBC로부터 어디로 가게 

될까요? 

 

Does IIBC have as Missionary? IIBC는 선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Yes, we do. 예, 있습니다. 

 

How does IIBC support him? IIBC는 그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We give to missions. 우리는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합니다. 

 

Missions giving is the best investment that you will ever make. 
7
 

선교헌금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First get saved. Then get baptized by immersion.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물에 잠김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Then T-I-T-H-E, and get involved in missions giving.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에 참여하게 됩니다. 

 

Missionary, are you going to preach about tithing today? 

선교사님, 오늘도 십일조에 대해 설교하십니까? 

 

No, not today, but it is coming up. 아닙니다, 하지만 곧 할 

것입니다. 

                                                                                                                                                                                     

     ready to ‘Go’ themselves. 

 
7
 I will develop that point in two sermons in the future: Missions, and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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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n I do, I am going to do it at a Sunday morning service! 

그 설교는 일요일 오전 예배 때 하게 될 것입니다. 

 

Three Conditions for Effective Prayer by Missionary S.N. 

스티브 니콜 선교사가 말하는 효과적인 기도의 세 가지 조건. 
8
 

 

1. Pray with a clean heart. (Psa 51:10). 
9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시편 51:10).  

• You can’t teach, preach, sing, or witness with God’s power if there is 

sin in your heart (1 John 1:9)  

당신 마음에 죄가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거나, 

설교나, 찬양 또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요한1서1:9). 
10

 

 
1 Joh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9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So, point # 1. Pray with a clean heart. 

요점 1.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2. Ask in Jesus name. (John 14: 13 - 14, 1 John 5:14). 

11
 

                                                           
8
 Circa, 1995 at a local church outside an airbase in South Korea. 

9
 Psalm 51:10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10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

 1 Joh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9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1
 John 13: 13 And whatsoever ye shall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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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십시오. (요한복음14:13-14, 요한1서5:14). 

• God wants to answer our prayers.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The Name of Jesus has all power in heaven and in earth.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atthew 28:18 And Jesus came and spake unto them, saying,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18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The Lord Jesus has all power everywhere, anywhere, all 

the time! 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se the name of Jesus in your prayers.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When we pray according to His will (asking for what He would agree 

with) He delights in giving us the joys of our heart.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그분께서 동의하는 것을 요청),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 We pray in Jesus name. When we ask something in Jesus name it is 

just like using Jesus’ stamp of approval.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승인도장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Know this, The Lord Jesus knows what is best for us.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아십니다. 
 
Therefore, His answer is best. 그러므로, 그분의 응답이 최선입니다. 
 

                                                                                                                                                                                     

13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 If ye shall ask any 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14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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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sign something official in Korea, what do you use? 
한국에서 어떤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You use a do chang! 도장을 사용합니다. 
 
When you end a prayer asking in Jesus name, you have the full 
authority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signing off your 
prayer.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은 여러분이 왕의 
왕, 주의 주의 온전한 권위로 여러분의 기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We ask you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 요청합니다. 
 
We pray in the mighty name of Jesus!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o point #2, Ask in Jesus name.  
요점 2,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십시오.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3. Pray in faith (Matthew 21:21 - 22, Luke 17: 5 - 6, Mark 11:22). 

믿음으로 기도하기(마태복음21:21-22, 누가복음17:5-6, 

마가복음11:22). 

• Do you have a prayer ledger?
 14

 

         당신은 기도 노트가 있나요?  

       

        What is a prayer ledger? 기도 노트가 무엇입니까? 

 

[ Show an example of a prayer ledger.]  기도 노트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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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write them down in your Bible.] 혹은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다. 

 

• Do you have a prayer partner?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나요? 

 

 

 

 

 

 

 

 

 

  

You can come to the altar at any time to pray. [Example.]  

여러분은 언제든지 제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So, point # 3 …Pray in faith. 요점 3.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How often are we to pray?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합니까? 
 

Luke 18:1 And he spake a parable unto them [to this end], that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1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2 Saying, There was in a city a judge, which feared not God, neither regarded 

man: 

2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3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and she came unto him, saying, Avenge 

me of mine adversary. 



Praying Daily, 17 May 2020, ©  2020 IIBC, by I.M. Achristian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Pray 12 

 

3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되 

 

4 And he would not for a while: but afterward he said within himself, Though I 

fear not God, nor regard man; 

4그가 한동안 들어 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5 Yet because this widow troubleth me, I will avenge her, lest by her continual 

coming she weary me. 

5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God delights to hear from His children – continually.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He loves to hear from you!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6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just judge saith.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 And shall not God avenge his own elect, which cry day and night unto him, 

though he bear long with them? 

7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 

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 I tell you that he will avenge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th,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So, Let’s summarize.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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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 Jesus is teaching about PRAYER. 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HE wants us to PRAY.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He spake this parable to encourage believers to pray.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Prayer is simply talking to God.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Prayer is asking and receiving. 

12
 기도는 요청하고 받는 것입니다. 

 
Prayer shows God that we think that He can handle the situation.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Here is our training tip for today. 기도 훈련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t IIBC, we are all in training. 우리는 모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2

 “So prayer is asking, and an answer to prayer is receiving. In answer to prayer, God miraculously intervenes 

in human affairs and changes things: changes people, changes weather, changes outward circumstances, changes 

health, even to the working of physical miracles.”  

Rice, John R.. Prayer—Asking and Receiving. Sword of the Lord Publishers. Kindle Edition. Location 64/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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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let’s look at Elijah. 엘리야을 살펴봅시다. 

 

Three Simple Things About Elijah. 

엘리야에 관한 세 가지 단순한 일. 

Read James 5:16 -20. 

야고보서 5:16-20을 읽어보세요. 

 

James 5:13 Is any among you afflicted? let him pray. Is any merry? let him 

sing psalms. 

13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14 Is any sick among you?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let them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14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 And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shall raise him up; 

and if he have committed sins, they shall be forgiven him. 

15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16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at ye may 

be healed.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16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17 Elias was a man subject to like passions as we are, and he prayed earnestly 

that it might not rain: and it rained not on the earth by the space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17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 And he prayed again, and the heaven gave rain, and the earth brought forth 

her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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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19 Brethren, if any of you do err from the truth, and one convert him; 

19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20 Let him know, that he which converteth the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 

shall save a soul from death, and shall hide a multitude of sins. 

20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How do you know Elijah prayed again? Let’s go to: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1 Kings 17: 19 And he said unto her, Give me thy son. And he 

took him out of her bosom, and carried him up into a loft, where he 

abode, and laid him upon his own bed. 

19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20 And he cried unto the LORD, and said, O LORD my God, hast 

thou also brought evil upon the widow with whom I sojourn, by 

slaying her son? 

20{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Cried: H7121 – to call out to. 
13

  

                                                           

13
 Cried: H7121 ָקָרא qârâ' kaw-raw'’A primitive root (rather identical with H7122 through the idea of accosting 

a person met); to call out to (that is, properly address by name, but used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 

bewray [self], that are bidden, call (for, forth, self, upon), cry (unto), (be) famous, guest, invite, mention, (give) 

name, preach, (make) proclaim (-ation), pronounce, publish, read, renowned, say. 

Total KJV occurrences: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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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nd he stretched himself upon the child three times, and cried 

unto the LORD, and said, O LORD my God, I pray thee, let this 

child's soul come into him again. 

21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14

 

 

Prayer is work.  

기도는 일입니다. 

 
But God will honor prayer in many way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Elias was subject to like passions as we are.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Doesn’t that mean that he was just like us [Yes, Elijah was just like us!]? 

그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 

 

And doesn’t that mean that we are just like him; if we pray?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We highly regard Elijah because of his prayer life.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삶 때문에 그를 높게 평가합니다. 

 

Elijah is watching you from heaven right now.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show the Lord (and Elijah) your faith and pray for the 

impossible. 

주님(과 엘리야에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14

 This prayer occurred after Elijah’s ‘No Rain’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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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rews 10:16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m after 

those days, saith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hearts, and in their 

minds will I write them; 

16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17 And their sins and iniquities will I remember no more. 

17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8 Now where remission of these [is, there is] no more offering for sin. 

18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19 Having therefore, brethren, boldness to enter into the holiest by the 

blood of Jesus, 

19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When we confess our sins, we can boldly to the Lord with bold prayers that 

will require bold answers. [Deacons: See the footnote!] 
15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할 때, 담대한 대답을 필요로 하는 담대한 

기도로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To pray is to hope. 

기도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Our hope is in God Almighty—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우리의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 안에 

있습니다. 

 
Let God use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15

 1 Timothy 3 :13 For they that have used the office of a deacon well purchase to themselves a good degree, 

and great boldness in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13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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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ready to pray.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 Keep praying. 

계속 기도하십시오. 

 

• Keep praying some more! 

계속 더 기도 하십시오! 

 

But Missionary; I don’t have time to pray – I am busy. 

하지만 선교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  바쁩니다. 

 

So is God. He is always ready to listen! 하나님도 바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Everyday, pray.  
 

매일 기도하기 

Do you maintain an active prayer list? 

당신은 최신의 기도제목을 적어놓고 있습니까? 

• Family. 

가족. 

 
• Friends. 

친구들. 

• People you don’t like.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 

 

That’s hard. Yes, but we are supposed to pray for our enemies!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atthew 5:43 Ye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nd hate thine enemy. 

43¶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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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But I say un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em that curse you,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and pray for them which de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4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5 That ye may be the children of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for he 

maketh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eth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45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16

 

                                                           

16
 Luke 6:27 But I say unto you which hear,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em which hate you, 

         27¶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28 Bless them that curse you, and pray for them which despitefully use you. 

        28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29 And unto him that smiteth thee on the [one] cheek offer also the other; and him that taketh away thy 

cloke forbid not [to take thy] coat also. 

29또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30 Give to every man that asketh of thee; and of him that taketh away thy goods ask [them] not again. 

        30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31 And as ye would that men should do to you, do ye also to them likewise. 

       31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32For if ye love them which love you, what thank have ye? for sinners also love those that love them. 

32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33 And if ye do good to them which do good to you, what thank have ye? for sinners also do even the same. 

33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34 And if ye lend [to them] of whom ye hope to receive, what thank have ye? for sinners also lend to 

sinners, to receive as much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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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For if ye love them which love you, what reward have ye? do not even 

the publicans the same? 

46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17

 

 

If you do that, God will bless you.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Pray for: 기도하십시오: 

• Our nation (s). 우리 나라. 

• Leaders/Wisdom. 지도자들의 지혜. 

• To ‘Do Right’. 바른 일을 하기 

 

                                                                                                                                                                                     

34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 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 주느니라. 

35 But love y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hoping for nothing again; and your reward shall be 

great, and ye shall be the children of the Highest: for he is kind unto the unthankful and [to] the evil. 

35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36 Be ye therefore merciful, as your Father also is merciful. 

       36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17
 Romans 12: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19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Therefore if thine enemy hunger, feed him; if he thirst, give him drink: for in so doing thou shalt 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 

20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Be not overcome of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21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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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hurch. 우리 교회. 

• Pastor/family. 목사님/가족. 

• Staff/family. 직원들/가족. 

• Sick/afflicted folks. 병든 사람들/고통받는 사람들. 

• The widow/fatherless. 과부/고아. 
18

 

 

The Outline: Pray.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1. Pray: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2. Pray again. 

하고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3. Pray yet again. 

하고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And now a word from Senior Pastor Tchah:     

 

Hymn: 419,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18

 This sermon has not emphasized ‘team prayer’ by the local church, so there is room for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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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Every head bowed and every eye closed, please. Christians: 

Confess known sin; then pray for God to bless the Invitation. 

Three questions: 

1. Are you saved? 

Are you born again from above.  

If You died today are your 100% sure that you would go to heaven. 

If you are not saved, we would love to take a Bible and show you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 are saved. 

2. Have you been baptized by immersion, since salvation, in a church of 

like faith and practice? 

If you are saved and have not yet been baptized by immersion, I would 

like you to let Pastor Tchah know that this morning. 

The Lord Jesus was baptized by immersion by John The Baptist. 

The Disciples and Apostles were baptized by Immersion. 

The Lord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o preach and teach the Gospel, 

baptizing those who got saved. 
19

  

Baptism therefore, is a command to be obeyed. 

There is nothing to be nervous about.  We are family and friends here. 

3. Are you ready to meet God? 

a. We all should be ready to pray, to give testimony about the Lord, 

or to pass away. 

b. Is there any bitterness on your heart? 

c. Is there any sin that you need to confess to God, silently, as you 

pray? 

If you need to come to the altar to pray, the invitation is open to you. 

 

 

 

Mentor Review: 

                                                           

19
 Matthew 28:18  And Jesus came and spake unto them, saying,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Mat 28:19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Mat 28: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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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검토: 

Psalm (시편) 29:2, 38:18, 55:17, 100:4 (101:4) 

Matthew (마태복음) 6:26, 7:7 

 Luke (누가복음) 11:2-4 

Philippians (빌립보서) 4:6 

Hebrews (히브리서) 4:16 

1 Peter (베드로전서) 5:7 

1 John (요한일서)  5:14 

Pray About Everything! 

모든일에 대해 기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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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formation: 

 

Context: God raised up Elijah as a Prophet at a very critical time in Israel’s 

history.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 상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Jezebel had lead Ahab and the kingdom of Israel [God’s chosen people] into 

Baal (idol) worship. 

이세벨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국(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 

바알(우상) 을 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Elijah made his prophetic statement [No Rain] to Ahab and then waited for 

around three years as the drought took effect.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예언했고, 그 후 삼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Elijah stayed with a widow and her son in Zarephath in the interim. 

그 동안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과부와 과부의 아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Then tragedy struck... 

그 때 비극적인 일이 들이닥쳤습니다. 

 

Here is one of the interesting situations’ Elijah was in; now read 1Kings 17:16 

-24. 

이것은 엘리야가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열왕기상17:16-24을 읽어보세요. 

 

1. Elijah prayed earnestly [James 5:17].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야고보서5:17). 

• The widow’s son fell sick and died. 

과부의 아들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 His mother was [naturally] distraught.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넋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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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Elijah do?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2. Elijah prayed again [James 5:18]. 

엘리야는 다시 기도 

했습니다.(야고보서5:18). 

• Compassion will beget prayer.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를 낳습니다. 

• Prayer may not meet the answ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 But no prayer will definitely beget no answer.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 Therefore... Pray, pray, pray, pray, pray. Sometimes we have to wait on 
God.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What did Elijah do?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3. Elijah prayed [yet] again.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 The child revived. This was the first time in recorded history where the 
dead was raised.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역사 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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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Elijah do?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fi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