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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부르심

The Call of God (Nehemiah 1:1-3)
神的呼召 (尼希米记 1:1-3)

느헤미야 1:1-3

마음열기
Ice Breaker

‘느헤미야’서는 B.C.444년 느헤미야의 귀환을 기록한 역사서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복’을 주제로 한다. 특히 대적의 공격과 훼방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려 하였던 ‘공동체적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리더십을 세우시고, 이러한 소 수의 리더십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신다. 또한 이러한 한 명의 
리더십이 가진 비전이 공동체에 기도와 말씀으 로 선포되며 공유되어질 때, 공동체와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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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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에 게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물었다. 
그러자 스파르타 왕은 자기의 훌륭한 군 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의 성벽이며, 모든 사
람들은 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라고 대답하 였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안의 
지체 한 명, 한 명은 성벽 완성을 위한 벽돌들이다. 필요한 벽돌들 이 모이며 성벽이 쌓아올려진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다. 모든 벽돌들이 모여 성벽이 완공될 때,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어 
튼튼한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다.

느헤미야강해 제 1 강

6.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나?(느1:2) 5번에서 말한 당신의 대답과 느헤미야의 행동이 
다를 수 있 다. 다르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What is Nehemiah doing in the text?(Neh1:2)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between 
your answer in question 5 and Nehemiah’s actions. If so, why do you think Nehemiah 
acted that way? 
本文中尼希米在做什么 ?( 尼 1:2) 在第 5 个问题中，你的回答和尼希米的行动可能有所不同。

如果 不同的话，你认为使尼希米如此做的原因是什么 ? 

7.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넘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창 12:1-
5, 벧후 3:8-13, 마 28:16-20) 
When God’s heart is poured out, we get to look at the world in His perspective. In this 
way, Nehemiah could pray for the nation as well as for himself. When it comes to our 
situation, where are the areas where our prayers are urgently needed? Where is God’s 
heart?  (Gen12:15, 2Pet3:8-13, Matt28:16-20) 
当神的心意临到我们时，我们就可以用神的视线来看待世界。也就是这样，尼希米才能超

越了 个人为国家祷告。反观我们自身的情况，迫切需要我们祷告的地方是哪里 ? 神的心

正朝向哪里 ? ( 创 12:1-5，提后 3:8-13, 太 2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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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친해지기
B o d y

하나님의 언약성취
The Accomplishment of God’s Covenant   成就神的语约

1. 이사야와 예레미야,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역사를 찾아보자. 
Let’s look at the history of God where God’s prophesies given by Isaiah and Jeremiah 
were fulfilled through the King Cyrus.
通过以赛亚、耶利米和塞鲁士，找找看神用话语成就的历史。 

2. 언약(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 사이의 공동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에 나타난 예언과 언약들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야 한다. 당 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Covenant(the Call) is the words God gives to man and, by extension, it is the common 
goals between God and His people. Therefore, we should follow accomplish prophesies 
and cove nants that are in the Bible. What is the covenant God gave you? 
语约 ( 使命 ) 是指神允诺人类的话语，更深一步可以说是天父和圣徒之间的共同目标。因此，

我们应当致力于成就话语中的预言和语约。神允诺你的语约是什么 ? 

3. 하나님은 언약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언약성취의 여정을 0~10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지금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위치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God both gives and fulfills covenant. If you express your journey to fulfill covenant in 
with fig ures 0 to 10, where would you say you are in? And what efforts are you making 
to go closer to the accomplishment of a God-given covenant? 
神是允诺且成就语约的神。如果将成就语约的旅程用数字 0-10 来表示的话，那么你现在

的位置在哪里 ? 为了再向前进一些，你所需要做出的努力有哪些 ? 

회복의 섭리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恢复的意旨

4.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회복의 섭리를 이루신다. 
God fulfills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by accomplishing His covenant.
神通过成就语约来实现恢复的意旨。 

4-1.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가? (출19:5-6) 
What restoration happened when the covenant was fulfilled? (Exo19:5-6) 
当语约得以成就时，会出现什么样的恢复 ?( 出 19:5-6) 

4-2. 나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 
What restoration do you need the most? 
对我来说最需要的恢复是什么 ? 

하나님의 마음
The Heart of God   神的心意

5. 수산궁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3개 수도 중 하나인 수산에 위치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
다.(느1:1) 만약 당신이 이 궁전에 사는 고위관직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The citadel of Susa was a great and beautiful castle located in Susa, one of the capital 
cities of the great Persian empire.(Neh1:1) What if you were a high ranking officer who 
lived in this palace? How would you have lived your life and what would have been your 
main concerns? 
书珊宫位于波斯三大首都之一的书珊城中，是一座宏伟壮丽的宫殿。( 尼 1:1) 如果你是住

在这宫中的高官，你会抱着什么样的想法在那里生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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