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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력, 언약성취

The Power to Act, the Achievement of Covenant(Nehemiah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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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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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와 민족을 품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조상과 백성들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
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서 넘어서길 바랍니다. 날마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
기에 더하여 소그룹을 위하여,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미전도종
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향한 실행력과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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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카프만 부인의 저서 ‘광야의 샘’에서 카프만 부인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놓고 관찰하고 있
었다. 그런데 나비가 되어 나올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 너무 작아서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몸부림치는 나비를 보면서 카프만 부인이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카프만부인은 가위로 구멍을 넓게 벌렸
다. 나비는 쉽게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고,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온 나비보다 넓은 구
멍으로 나온 나비가 윤기가 나고, 상태가 더 좋았다. 그래서 카프만 부인은 자신이 “조물주보다 더 지혜
롭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안가 나비는 날지 못하고, 파닥거리다가 죽었다. 카프만 부인은 원
인을 찾아보았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몸부림 칠 때,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
가, 고치를 빠져나온 후에 날개에 힘이 생겨서 잘 날게 되어 나비로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발견하였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도 넓은 세상
의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하는 사명이 있다. 현재 우리의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 몸부림치고, 좁
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양분이 우리의 영육 간에 바탕이 되
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느혜미야강해 제 3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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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를 꿰뚫어보고, ‘현재’와 정면승부하고,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시오.  
See through ‘the past’, face ‘the present’, and build up people for ‘the future’.
ೄqĿņr뻟ȉqƍćrȢǚ۩ݸ뻟ħąqλĎrҝďŴĉ뺯

1.1. 지나온 역사에서 사람과 사건을 꿰뚫어 보는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1:6-7, 2:17)
We should have a historical perspective that penetrates people and events in past 
history. (Nehemiah 1:6-7, 2:17) 
đȮ֒܈ĀԴʇೄǢĿņĀ֒܈ĘĀĉƂˀ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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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금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팀과 함께 정면승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2:15, 
3:1-2, 32) 

We have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to the critical issues we are facing, and we have 
to face them head to head with a team. (Nehemiah2:15, 3:1-2, 32) 
đȉ֣ӿĂőȢǚ۩ݸ뻟ŢȢǚࡥĀȶđɝʚ͎Ŝ̛јƶޯ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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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를 위하여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가운데 인재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7:1-2)
For the future, we need to build up talented people in all nations, all generations, and all 
areas. (Nehemiah7:1-2)
ħąλĎ뻟ćƽΧࢮ뺮ƽșͳ뺮ƽʠੜġҝďĉƷ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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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성된 실행력으로 위임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시오. (느헤미야6:15-16)  
With faithful power to act, achieve the covenant of God commited to you. (Nehemiah 
6:15-16)
ɑůฑࡄĀǄƺŪďɩĀ̦ĀˆϿ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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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With the covenant of God commited to us, we are to live the daily life that is given to us. 
ɭŏɩĀ̦ĀˆϿ뻟ĿČū˩ĀŀƜ뺯

3.1.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6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느헤미야1:1-2:2)
He received God’s vision and paid for it by fasting and praying for six months. 
(Nehemiah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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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균형 잡힌 영성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멘토링 합니다. (느헤미야
4:13-18)

He mentored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so that they can live their daily lives 



1.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났던 사건들을 나눠봅시다.  
2. 현재,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문제로 타협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나눠봅

시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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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with balanced spirituality. (Nehemiah4:13-18)
ϱ֢դǜɆĀǨĈኲɆŘߴೠĀȡĿČū˩ĀŀƜ뺯뻛ڲЏМʥ��������뻜��

3.3.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권력, 명예,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느헤미야5:14-19)

Following the vision given by God, he lavishly pours out his wealth, power, honor, and 
life. (Nehemiah5:14-19)
֪̦֮ါୠĀࡋճ뻟ăᙷ۞ŞΫɍĢŹĀм뺮ܨϙ뺮ǩ່Šƽˌĉŀ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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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희년을 선포하여, 잃어버렸던 ‘유산과 사람’을 되돌아오게 합니다. (느헤미야5:7-11)
Declare the Jubilee and bring back ‘the lost heritage and people’. (Nehemiah 5:7-11)
߰гᨗŭ뻟̹˫ņĀqмˡŠĉrīŘ࠱ƫ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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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상에 강도당한 ‘다음세대들’을 되찾아 옵니다. (느헤미야5:5-6, 12-13, 13:24-25)
We’re bringing back the ‘next generation’ who was robbed in the world. (Nehemiah 5:5-6, 
5:12-13,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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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와 동역하고,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회복시키고, 팀사역으로 함께 초막절
(절기)을 회복시킵니다. (느헤미야8:1-8, 8:17-18)
 He acts with Ezra, a scholar and a priest, restores the priest and the Levites, and 
restores the Feast of Tabernacles together as a team member. (Nehemiah8:1-8, 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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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윗의 명령을 따라 순서를 정하여 24/7 기도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느헤미야12:24, 12:45-47)
In accordance with David’s command, he resumed 24/7 prayer and worship. 
(Nehemiah 12:24, 12:45-47)
�֪֮ęېĀЄۍ뻟ȶĥѳǭ����ĀơۖĎᄁгŠ߯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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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총독으로 1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부임하여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5:14, 13:6-7)
After 12 years serving as a governor, he returned to Jerusalem for the rest of his life. 
(Nehemiah5:14, 13:6-7)
ŘŶ뻟ƣȶĥɩ˄ć໔ɢఓһĿȥĪĀĉŀ뺯ܡą��ŭĀɽႺЏМʪڲ

���ЏМʥ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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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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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8: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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