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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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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수록 어둠의 세력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성도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며 속이는 것이니다. 사단은 한명의 헌신된 
지도자가 서는 것보다도,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팀사역으로 세워지는 동역자들을 더욱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천’을 당하지만, 연합된 둘은 ‘만’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연합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반드시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속이게 
만들고 어지럽힙니다. 이 시간에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부패시키며 다툼을 일으키는 지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ਕ٘
Keyword 갈 등  &RQÀLFW   冲突

ࣗѐೞӝ
Introduction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는다. 큰 물고기

도 작은 미끼에 걸려든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이다. 사단은 항상 ‘딱 한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한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이다. 사단은 교회출석을 결심한 사람의 귀
에 이렇게 속삭인다. “네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기에는 너무 젊고, 시간이 많아. 하고싶은 것을 하
고 교회에 가도 늦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구” 이 유혹에 넘어가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회의 눈물
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이라는 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한다. ‘좁은 문’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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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치절하 시켜서, ‘언약과 직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The world devalues ‘the vision of God’ and makes us give up on ‘the covenant of God and 
our duties’. 
șʆʙĿᖒӣr̦ĀࡋճrĀ͍Ҳ뻟ȮƦ̹ĉǽڡrˆϿŠܡœr뺯

1.1. 세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쓰레기로 평가하여 ’가치절하’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4:1-2, 2:19; 예레미야 20:7-
8; 느헤미야 4:10)
The world evaluates and devalues ‘God’s vision’ as trash and shakes ‘the ident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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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상은 항상 ‘돈과 권력, 성적 욕망과 행복으로 유혹’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의 언
약과 직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6:18, 13:28-29, 13:10; 디모데후서 4:10; 데살로니
가전서 4:7-8; 누가복음 10:16; 데살로니가전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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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기보다 현실을 보며, 비판하며, 비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2.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지,정,의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생
각하는 영역을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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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 세상은 ‘하나님 예배’를 ‘세상 예배’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상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The world changes ‘worshiping God’ into ‘worshiping the world’ and ‘God’s timetable’ into 
‘the world’s tim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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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상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예배’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3:1, 13:4-5, 열왕기상 12:25-31,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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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상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멈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
람들이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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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흐르는 숲
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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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marker Ministry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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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2 2F

010-3536-38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담임 오영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