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난의 이유 
Why do disaster happen?

열왕기상 1 Kings 17:7-16



열왕기상 1 Kings 17:7-16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
가 마르니라
8.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 And after a while the brook dried up, 
because there was no rain in the land.
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열왕기상 1 Kings 17:7-16
9.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
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9 “Arise, go to Zarephath, which belongs to Sidon, and dwell there.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there to feed you.” 
10 So he arose and went to Zarephath. And when he came to the gate 
of the city, behold, a widow was there gathering sticks. And he called to 
her and said, “Bring me a little water in a vessel, that I may drink.” 



열왕기상 1 Kings 17:7-16
11.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
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
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1 And as she was going to bring it, he called to her and said, “Bring me 
a morsel of bread in your hand.” 
12 And she said, “As the Lord your God lives, I have nothing baked, 
only a handful of flour in a jar and a little oil in a jug. And now I am 
gathering a couple of sticks that I may go in and prepare it for myself 
and my son, that we may eat it and die.” 



열왕기상 1 Kings 17:7-16
13.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3 And Elijah said to her, “Do not fear; go and 
do as you have said. But first make me a little 
cake of it and bring it to me, and afterward make 
something for yourself and your son. 



열왕기상 1 Kings 17:7-16
14.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
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14 For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jar of flour shall not be spent, and the jug of 
oil shall not be empty, until the day that the Lord 
sends rain upon the earth.’” 



열왕기상 1 Kings 17:7-16
15.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
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5 And she went and did as Elijah said. And she and he and 
her household ate for many days. 
16 The jar of flour was not spent, neither did the jug of oil 
become empt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by Elijah.





















역대상 1 Kings 16:29-33
!29 유다의 아사 왕 제 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스물
두 해 동안 다스렸다.

!29 In the thirty-eighth year of Asa king of Judah, 
Ahab the son of Omri began to reign over Israel, 
and Ahab the son of Omri reigned over Israel in 
Samaria twenty-two years. 



역대상 1 Kings 16:29-33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0 And Ahab the son of Omri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more than all who were 
before him. 



역대상 1 Kings 16:29-33
!31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
배하였다.

!31 And as if it had been a light thing for him to walk in 
the sins of Jeroboam the son of Nebat, he took for his 
wife Jezebel the daughter of Ethbaal king of the 
Sidonians, and went and served Baal and worshiped 
him. 



역대상 1 Kings 16:29-33
!32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
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32 He erected an altar for Baal in the house of 
Baal, which he built in Samaria. 



역대상 1 Kings 16:29-33
!33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
노하시게 하였다.

!33 And Ahab made an Asherah. Ahab did more to 
provoke the Lord, the God of Israel, to anger than all the 
kings of Israel who were before him.



열왕기상 1 Kings 17장 1절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 커녕 이슬 한 방울
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  Now Elijah the Tishbite, of Tishbe in Gilead, said to Ahab,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before whom I stand, 
there shall be neither dew nor rain these years, except by 
m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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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 Kings 17:7-16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
르니라
8.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 And after a while the brook dried up, because 
there was no rain in the land.
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1.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ZOOM OUT TO SEEK GOD’s WILL

열왕기상 1 Kings 17:7-16
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9 “Arise, go to Zarephath, which belongs to Sidon, and 
dwell there.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there 
to feed you.” 



1.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ZOOM OUT TO SEEK GOD’s WILL

누가복음 4:24-26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
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가 있었으되

26.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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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 Kings 17:7-16
10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0 So he arose and went to Zarephath. And when he 
came to the gate of the city, behold, a widow was there 
gathering sticks. And he called to her and said, “Bring 
me a little water in a vessel, that I may drink.” 



2. 환난속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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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 Kings 17:7-16
11.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
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1 And as she was going to bring it, he called to 
her and said, “Bring me a morsel of bread in you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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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 Kings 17:7-16
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
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
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2 And she said, “As the Lord your God lives, I have nothing baked, only a 
handful of flour in a jar and a little oil in a jug. And now I am gathering a 
couple of sticks that I may go in and prepare it for myself and my son, that 
we may eat it and die.” 



2. 환난속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ZOOM IN TO SEEK GOD’s WILL

열왕기상 1 Kings 17:7-16
13.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3 And Elijah said to her, “Do not fear; go and do as 
you have said. But first make me a little cake of it and 
bring it to me, and afterward make something for 
yourself and your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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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 Kings 17:14-16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
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
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4 For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jar of flour 
shall not be spent, and the jug of oil shall not be empty, until 
the day that the Lord sends rain upon the earth.’” 



3. 환난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ZOOM INSIDE OUR HEART

열왕기상 1 Kings 17:14-16
15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5 And she went and did as Elijah said. And she and 
he and her household ate for many days. 



3. 환난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
다. ZOOM INSIDE OUR HEART

열왕기상 1 Kings 17:7-16
16.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
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 The jar of flour was not spent, neither did the jug of oil 
become empt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by Elijah.



왕상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3가지 사건  
3 God’s Events in 1 Kings 17

1. 까마귀를 통한 먹이심 FEEDING ELIJAH 
Through RAVENS

2. 사르밧 과부를 통한 공급하심  Feeding 
through Zarephath Widow

3.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심 Elijah Raises the 
Widow's Son



마태복음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
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