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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마음을 풀어내는 사람

Those who understand and reveal God’s heart (Nehemiah 2:4-6)
解读神心意的人(尼希米记 2:4-6)

느헤미야 2:4-6

마음열기
Ice Breaker

페르시아제국에서 왕은 거의 신의 위치였습니다. 페르시아제국에서는 신하들은 왕의 면전에서 기뻐

함으로 왕을 유쾌하게 만들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어린 표정을 짓는 것은 불충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왕을 염려하게 하는 신하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

이 이야기할 정도로 왕 앞에서 수심의 표정을 보였기에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

야는 거의 반년 동안 지속적인 금식과 계속된 철야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조금도 화내

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근심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신뢰가 얼마나 대

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키워드
Keyword

하나님 마음     God’s Heart      神的心意

소개하기
Introduction

톨스토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세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

엇인가?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

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

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실천적 신앙 원리였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잊고 

사는 시간, 사람, 일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해놓은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

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게 하는 좋은 지침이 됩니다.

느헤미야강해 제 15 강

Sunday 11am

주일 오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오영섭 목사

Sunday 4pm

주일 오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Missionary Jonathon Lookadoo
Minister Peace Uloma Ogbonnaya

Friday 8:30pm

금요기도회
The Great King Worship Night

전영인 전도사

Tuesday~Friday 10am

큐 티
Kingdom Worship

오영섭 목사

Tuesday~Friday 1~11pm

벙커예배
Bunk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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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Nehemiah is a man of prayer who understands and reveals God’s heart.
尼希米是解读神心意的“祷告的人”

1.1.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냅니다.(느헤미야2:1-3)
  Persistent prayer reveals God’s heart. (Nehemiah 2:1-3)
  以持续的祷告解读神的心意。(尼希米记 2:1-3)

1.2. 삶에서의 충성됨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합니다. (Here & Now)(느헤미야2:4a)
  By being faithful in our daily lives, we get to enter into the time God has prepared.
  (Here&Now) (Nehemiah 2:4a)
  以生活中的忠诚与神的时机相遇。(Here & Now) ( 尼希米记 2:4a)

1.3.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느헤미야2:4b; 사무엘상7:3-6,12:20-24; 역대하6:20-21)

   In intimate prayer, we can be guided by God in details. 
   (Nehemiah 2:4b; 1 Samuel 7:3-6; 1 Samuel 12:20-24; 2 Chronicles 6:20-21)
   以深刻的祷告领受神细致的引导。
   ( 尼希米记 2:4b; 撒母耳记上 7:3-6, 12:20-24; 历代志下 6:20-21)

2.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통찰력의 사람’입니다. 
Nehemiah is a man of insight who understands and reveals God’s heart.
尼希米是解读神心意的“洞察力的人”。

2.1. 사건과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사적 통찰력’은 사람과 국가, 열방을 움직입니다. (느헤미야2:3,5)
   Those who have the historic insight looking at the core of people’s heart and occasions
   move people, a country, and all nations. (Nehemiah 2:3,5)
   看穿事件和人物的“历史性洞察力”运转人和国家、列邦。(尼希米记 2:3,5)

1. 요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기도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2. 당신의 기도와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루어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눠봅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2. 영적인 방향과 결과를 내다보는 ‘영적 통찰력’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입니다. (느헤미야2:4-5; 잠언9:10)
Spiritual insight looking ahead to the spiritual direction and the end result moves time and 
history. (Nehemiah 2:4-5; Proverbs 9:10)
展望属灵的方向和结果“属灵的洞察力”运转时代和历史。(尼希米记 2:4-5; 箴言 9:10)

3.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Nehemiah is a man of wisdom who understands and reveals God’s heart.
尼希米是解读神心意的“智慧的人”。

3.1.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20-21,2:6-8; 야고보서3:14-16,3:17-18,1:5-6)

  There is Godly wisdom and worldly wisdom on this earth.
  (1 Corinthians 1:20-21,2:6-8; James 3:14-16, 17-18, 1:5-6)
  在这地上有“神的智慧”和“世上的智慧”。 

  ( 哥林多前书 1:20-21, 2:6-8; 雅各书 3:14-16,17-18, 1:5-6) 

3.2.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역사(History)’가 됩니다.
      (느헤미야2:6,13:6,2:7,2:8,5:14)

   Godly wisdom leads the History on this earth. 
   (Nehemiah 2:6, 13:6, 2:7,8, 5:14)
   神的智慧成为这地上的“历史 (History)”。 ( 尼希米记 13:6, 2:7,8,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