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8. 23

느헤미야, 모르드개를 만나다1

Nehemiah, Encounters with Mordecai 1 (Nehemiah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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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1:1-3

݃ৌӝ
Ice Breaker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모든 건축자재들을 가지고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제국
으로부터 유다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3차 포로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제국 왕 아하수에르(486-464)의 왕비 에스더(주전 478년, 왕비등극)와 에스더 
왕비의 영적 아버지 모르드개(용사에게 바쳐진 작은 자), 그리고 페르시아제국 아하수에르왕의 아들 아
닥사스다왕(464-423)에 느헤미야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학자이며 제사장 에스라가 레위지파와 성전 일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제
국으로부터 2차 포로귀환을 인도합니다.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는 유다 총독이며 영적 지도자인 느
헤미야와 예루살렘에서 동역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페르시아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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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내가 일본 봉건시대의 무사인 사무라이에게서 배운 것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진리가 숨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야 하며, 먼저 자신의 목숨을 길 위에 뿌려야 한다. 반드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기
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시작도 못하신 일도 많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가? 그 일에 지원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사야서에서
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
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사 43:19).

매순간,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한다. 영적 지도력의 핵심은 가장 먼저, 가
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닐까? 우리는 마치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성인아이들 같다. “먼저 가.” “아니야, 네가 먼저 가.” 
그러나 개척자들, 거룩한 모험가들은 항상 가장 먼저 간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 어윈 맥마너스

느헤미야강해 제 5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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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영적인 딸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합니다.
Mordecai adopts Esther as a spiritual daughter and raises her according to God’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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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울왕의 후손인 왕족 모르드개는 전쟁고아 사촌 동생 에스더를 영적인 딸로 입양하여 양육합니다. 
     (에스더2:5-7,15,20)

The royal Mordecai, a descendant of King Saul, adopted Esther, a cousin of a war 
orphan, as a spiritual daughter and raised her. (Esther2:5-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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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느헤미야는 많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갑니다. (느헤미야5:17-18, 7:1-2, 8:2-9)
Nehemiah fosters and builds up many next generation leaders. (Nehemiah5:17-18, 7:1-2,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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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God works in God’s way at his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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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1:1-3 [개역개정]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이십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

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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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ep Further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물질, 권력, 명예를 뛰어넘는 하나
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통로로 나
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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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1. 모르드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더2:21-23) 
Mordecai lives not in front of people, but in front of God. (Esther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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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느헤미야1:9, 5:14-19, 6:14, 13:14-31)
Nehemiah lives not in front of people, but in front of God. (Nehemiah1:9, 5:14-19, 6:14, 1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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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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