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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7) 번 기도를 하라
☐ 번 기도하였다.
기도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 번 기도하였다.
기도자는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왕상 18:43
:44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Elijah said,“ Seven times go back!)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일곱 번 기도하였다.
1.엘리야의 <7번 기도>는 영적으로 어떤 기도인가?
1) <7번 기도>는
눅 22:44

☐☐을 만드는 기도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
울 같이 되더라

*영적 의미 ▶ 큰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흘림이 있어야 한
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구원의 축복을 만드시는데 땀을 흘리도
록 기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마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셨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만드는 데에는 땀흘림의 노고와 진
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축복의 비를 만들기 위한 땀흘
림의 기도이다.

“주님, 저는 민족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며 기도 하겠습니다. ”

☐☐성취 기도이다.

2) <7번 기도>는
벧전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영적 의미 ▶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여 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꼭 성취하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만드는 데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7번 기도>는
막 5:28

☐☐ 긴 기도이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영적 의미 ▶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는 뜻.
“주님, 저는 기도를 응답해주실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여 기도하겠습니
다.”
4) <7번 기도>는
요 2:7

☐☐ 는 기도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
우니

영적 의미 ▶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뜻.
“주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도 분량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5) <7번 기도>는

☐☐☐ 하는 기도이다.

왕하 5: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영적 의미 ▶ 성령께서 7번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뜻.
”주님, 저는 저에게 말씀해주신 대로 7번 기도를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대화]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어보자.
• 나는 축복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가?
•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래도록 기도 하는가?
•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가?
•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웠 는가?
• 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도에 순종하는가?

[적용] <기도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보자.
• 주님,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 주님, 비전성취기도를 하게 하소서.
• 주님,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 기도를 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