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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The calling (Nehemiah1:1-4)
召命 (尼希米记 1:1-4)

느헤미야 1:1-4

마음열기
Ice Breaker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대적으로부터의 공격과 훼방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
치를 당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려 하였던 ‘공동체적 회복’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의 훼파와 
성문이 불타버린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훼파와 성문의 소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
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수일간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이,이스라엘의 환란
이 느헤미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소명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키워드
Keyword

소명, 하나님의 언약     The calling, Covenant of God      召命、神的应许

소개하기
Introduction

스파르타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나라 군주에게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하였다. 그런데 이 군주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벽을 찾아볼 수가 없
었다. 그는 스파르타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물었다. 그
러자 스파르타 왕은 자기의 훌륭한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의 성벽이며, 모든 사람
들은 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라고 대답하 였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안의 지
체 한 명, 한 명은 성벽 완성을 위한 벽돌들이다. 필요한 벽돌들이 모이며 성벽이 쌓아올려진다. 이것
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다. 모든 벽돌들이 모여 성벽이 완공될 때,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어 튼튼
한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다.

느헤미야강해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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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웰워쉽
Dwell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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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God is faithful. He speaks and he achieves it. 
神是信实的 , 他必定实现所说的话。

1.1.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시편105:8-10,119:86,138; 신명기7:6-9; 이사야9:7,28:21,37:31-32; 데살로니가전서5:23-24)

God is faithful. He accomplishes his promise with his passion. 
(Psalms 105:8-10, 119:86, 138; Deuteronomy 7:6-9; Isaiah 9:7, 28:21, 37:31-32; 
1Thessalonians 5:23-24)

神是信实的 , “神的热心”必成就他的约。

( 诗篇 105:8-10, 19:86; 申命记 7:6-9; 以赛亚书 9:7, 28:21, 37:31-32)

1.2. 충성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19:28-30,17:4; 사도행전13:29-30; 마태복음5:17-18)
Jesus is loyal. He accomplishes the covenant of God with his life. 
(John 19:28-30,  17:4; Acts 13:29-30; Mathew 5:17-18)

耶稣是忠诚的 , 他用尽自己的生命来成就神的约。

( 约翰福音 19:28-30, 17:4; 使徒行传 13:29-30; 马太福音 5:17-18)

1.3.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에 무릎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 갑니다. 
     (이사야6:13,10:20-23,37:31-32,46:10-11; 데살로니가전서5:23-24; 열왕기상 18:13,19:18; 

      에스겔36:36-38)
The covenant of God is achieved through ‘the remnant’ who did not bow down to the 
world or kiss its ring. (Isaiah 6:13, 10:20-23, 37:31-32, 46:10-11; 1Thessalonians 5:23-24; 
1Kings 18:13,19:18; Ezekiel 36:36-38)

“余剩的民”是不向世界屈膝 , 不向世界亲嘴的人，神的约正要通过这些人成就。

( 以赛亚书 6:13, 10:20-23, 37:31-32, 46:10-11; 帖撒罗尼迦前书 5:23-24; 列王纪上 18:13, 

19:18; 以西结书 36:36-38)

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God accomplishes what he has spoken through his people. 
神通过他的子民应验他的预言。

2.1. 하나님께서 거룩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B.C.690)(이사야44:28, 45:1,45:12-13)
God spoke through Isaiah, the holy prophet.(B.C.690) (Isaiah 44:28, 45:1,12-13)
神通过圣先知以赛亚说话。(B.C.690)( 以赛亚书 44:28, 45:1, 45:12-13)

2.2.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B.C.605) (예레미야25:12-13, 29:10-14)
God spoke through Jeremiah, the prophet of tears. (Jeremiah25:12-13, 29:10-14)
神通过哭泣的先知耶利米说话。(B.C.605)( 耶利米书 25:12-13, 29:10-14)

2.3.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B.C.536) 
     (역대하36:22-23; 에스라1:1-3)

God accomplishes his words that has been prophesied through his people.  
(2Chronicles36:22-23; Ezra1:1-3)

神通过他的子民应验了他的预言。(B.C.536) ( 历代志下 36:22-23; 以斯拉记 1:1-3)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 그 마음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