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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ble Study   2020. 9. 20

무너진 예배의 회복

The restoration of the fallen worship (Nehemiah 1:3-5, Amos 9:11)
恢复倒塌的敬拜 (尼希米记1:3-5, 阿摩司书9:11)

느헤미야1:3-5, 아모스9:11

마음열기
Ice Breaker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재건된 성전이 보호받지 못하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한 ‘하나님

의 안타까움’으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금식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

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고스라니 담겨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흘

러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성의 훼파와 성문이 불타버린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

나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이스라엘의 환란이 느헤미야 자신의 몸과 영혼

에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대부분의 음식

을 금하고 물은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식음

을 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이사야58:1-12)

키워드
Keyword 회복    Restoration     恢复

소개하기
Introduction

‘회복 불가능’ 인생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

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 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

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

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

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 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

시(Anne Sullivan Macy)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예수님」/ 김인환 

느헤미야강해 제 9 강



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The restoration of the intimacy with God begins with repentance.
恢复与神的关系，从悔罪开始。

1.1. 느헤미야는 공동체와 민족의 죄악을 품으며,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1:5-7)

Nehemiah repented for the sin of his community and of the people as well as his own sin, 
which brought back intimacy with God. (Nehemiah1:5-7)
尼希米心怀共同体和民族的罪，悔改并恢复与神的关系。( 尼希米记 1:5-7)

1.2.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인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

님만을 예배하도록 선포합니다. (사무엘상7:3-6)

Samuel, the prophet, the priest, and the judge, proclaimed to all the Israelites to throw away 
idols, to repent for their sins, and to wholeheartedly worship God alone. (1Samuel 7:3-6)
包括先知、祭司长，以及士师撒母耳在内的以色列全家除掉偶像，悔改，宣告一心只敬拜
耶和华。( 撒母耳记上 7:3-6)

1.3.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와 총독 모르드개의 금식은 이스라엘공동체를 전화위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에스더4:1,3,15-16)

The fast of Esther, the queen of Persia, and Mordecai, the Governor, brought restorative 
grace for the whole Israel community.  (Esther 4:1, 3, 15-16)
波斯王妃以斯帖和总督末底改的禁食，成为以色列共同体转危为福的恩惠的通路。
( 以斯帖记 4:1,3,15-16)

1.4.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눈물은 공동체와 민족의 통곡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에스라9:15, 10:1)

The tears of Ezra, the scholar and priest, led to weeping and repentance for the 
community and the people, which restored intimacy with God. (Ezra 9:15, 10:1)
学者兼祭司长以斯拉的眼泪，成为共同体和民族的痛哭，恢复了与神的关系。
( 以斯帖 4:15-16, 10:1)



1. 당신의 삶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그룹가운데 나누고 서로를 위해

서 기도합시다!

2.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당신을 부르셨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사

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써 나아갑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1.5. 바벨론과 페르시아 총독 다니엘은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니엘9:17-19)

Daniel, the governor of Babylon and Persia, asked for mercy to God and restored the 
intimacy with God. (Daniel 9:17-19)
巴比伦和波斯的总督但以理恳求赦免，以此恢复与神的关系。( 但以理 9:17-19)

2.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God will restore the fallen worship. 
神重新修造“倒塌的敬拜”。

2.1. 하나님의 시간표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예배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9:11; 시편106:23; 예레미야29:10-14; 사무엘상16:18-23)

We will see the restoration of worship. We will see David’s fallen tent restored according to 
the time table of God. (Amos 9:11; Psalms 106:23; Jeremiah 29:10-14; 1Samuel16:18-23)
神的时间表中看到了敬拜的恢复，是重新修造的大卫倒塌的帐幕。

( 阿摩司书 9:11; 诗篇 106:23; 耶利米书 29:10-14; 撒母耳记上 16:18-23)

2.2. 예배의 회복은 레위지파가 사명을 회복함에서 시작됩니다. (역대상16:4-6, 23:5, 25:1; 사무엘상

10:5-6; 역대상25:7-8,9-31; 사도행전15:16-18; 아모스9:12; 이사야62:6-10, 66:20-21)

The restoration of worship begins with the Levites getting back the calling of God. 
(1Chronicles 16:4-6, 23:5, 25:1; 1Samuel 10:5-6; 1Chronicles 25:1; 1Chronicles 25:7-
8,9-31; Acts 15:16-18; Amos 9:12; Isaiah 62:6-10, 66:20-21)

敬拜的恢复是从利未支派恢复使命开始。( 历代志上 16:5-6, 23:5, 25:1; 撒母耳记上 10:5-6; 历

代志上 25:7-8,9-31; 使徒行传 15:16-18; 阿摩司书 9:12; 以赛亚书 62:6-10, 66: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