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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e Should Walk in Them
Pastor Young-Ho Pak: Sunday, 19th February 2023

Today’s Bible Quote: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phesians 2:10 ESV 

How _______________ are you in pursuing God’s call for your life? 
1 When the Lord was about to take Elijah up to heaven in a whirlwind, Elijah and Elisha 
were on their way from Gilgal. 2 Elijah said to Elisha,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Bethel.” But Elisha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down to Bethel. 3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Bethel came out 
to Elisha and asked,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Elisha replied, “so be quiet.” 4 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Elisha; the Lord has sent me to Jericho.”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to Jericho. 5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Jericho went up to Elisha and asked him,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he replied, “so be quiet.” 6 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the Jordan.”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2 
Kings 2:1-6 NIV 
The eyes of the Lord search the whole earth in order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2 Chronicles 16:9a NLT 

How are you preparing for greater spiritual ________________? 
7 Fifty me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went and stood at a distance, facing the 
place where Elijah and Elisha had stopped at the Jordan. 8 Elijah took his cloak, rolled it 
up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The water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the 
two of them crossed over on dry ground. 9 When they had crossed, Elijah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ha replied. 10 “You have asked a difficult thing,” Elijah said, 
“yet if you see me when I am taken from you, it will be yours—otherwise, it will not.” 2 
Kings 2:7-10 NIV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and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John 
14:12 NIV 

God’s ___________ and purpose do not depend on any _______ person 
13 Elisha then picked up Elijah’s cloak that had fallen from him and went back and 
stood on the bank of the Jordan. 14 He took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Elijah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Where now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he asked. When he 
struck the water, it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he crossed over. 15 The 
company of the prophets from Jericho, who were watching, said, “The spirit of Elijah is 
resting on Elisha.” And they went to meet him and bowed to the ground before him.  
2 Kings 2:13-15 NIV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

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개역개정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________합니까? 

1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
갈에서 나가더니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
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3 벧엘
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
라 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
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
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
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
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열왕기하 2:1-6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니 역대하 16:9 

어떻게 당신은 더 큰 영적 ________를 준비하는 중인가요? 

7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8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 이르되 네
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
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열왕기하 2:7-1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하나님의 ________과 목적은 어떤 한 ________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
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
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 맞은편 여리
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열왕기하 
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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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e Should Walk in Them
Pastor Young-Ho Pak: Sunday, 12th February 2023

CTC Discussion & Prayer | 2 Kings 2:1-15 NIV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the passage below together. 
2. What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e passage? 
3.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sermon today? 
4. How can you apply what your heart is hearing in God’s Word this week? 
5. Pray together. 

1 When the Lord was about to take Elijah up to heaven in a whirlwind, Elijah and 
Elisha were on their way from Gilgal. 2 Elijah said to Elisha,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Bethel.” But Elisha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down to Bethel. 3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Bethel came out to Elisha and asked,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Elisha replied, “so be quiet.” 4 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Elisha; the Lord has sent me to Jericho.”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to Jericho. 5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Jericho went up to Elisha and 
asked him,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he replied, “so be quiet.” 6 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the Jordan.”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7 Fifty me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went and stood at a distance, facing the place where 
Elijah and Elisha had stopped at the Jordan. 8 Elijah took his cloak, rolled it up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The water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the two 
of them crossed over on dry ground. 9 When they had crossed, Elijah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ha replied. 10 “You have asked a difficult thing,” 
Elijah said, “yet if you see me when I am taken from you, it will be yours—otherwise, 
it will not.” 11 As they were walking along and talking together, suddenly a chariot 
of fire and horses of fire appeared and separated the two of them, and Elijah went 
up to heaven in a whirlwind. 12 Elisha saw this and cried out,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And Elisha saw him no more. Then he took 
hold of his garment and tore it in two. 13 Elisha then picked up Elijah’s cloak that 
had fallen from him and went back and stood on the bank of the Jordan. 14 He took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Elijah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Where now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he asked. When he struck the water, it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he crossed over. 15 The company of the prophets from 
Jericho, who were watching, said, “The spirit of Elijah is resting on Elisha.” And they 
went to meet him and bowed to the ground before him. 

This week’s reading: 2 Kings 2

CTC 토의 & 기도 | 열왕기상 2:1-15 쉬운성경 
1. 서로 돌아가며 아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 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슴속 깊이 깨달은 것을 이번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하세요. 

 1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
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3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
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
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
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
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 선지
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8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
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
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
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 엘리
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
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번주의 말씀: 열왕기하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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