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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ble Study   2020. 9. 27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

 Prayer Remembering the Covenant (Nehemiah 1:5,9)
记念约的祷告(尼希米记1:5,9)

느헤미야 1:5, 9

마음열기
Ice Breaker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품은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으며, 믿음의 선진

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워드
Keyword

언약, 기억     Covenant, Remember     约、记念

소개하기
Introduction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스스로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통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
나님을 발견했고, 언약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 이재훈 지음]

느헤미야강해 제 10 강

1.성경 말씀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
나요?

2. 하나님의 언약성취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품은 
기도’로 나아갑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Those who love God and keep his covenant will receive God’s mercy.
爱神守神诫命的人要蒙神的怜恤。

1.1.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1:5; 신명기7:9; 다니엘9:4; 신명기7:12)
Those who love God and keep his covenant will receive merct according to his covenant. 
(Nehemiah 1:5; Deuteronomy 7:9; Daniel 9:4; Deuteronomy 7:12)
照神的约，爱神守神诫命的人要蒙怜恤。( 尼希米记 1:5; 申命记 7:9; 但以理书 9:4; 申命记 7:12)

1.2.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14:20-21; 로마서10:4; 마태복음5:17-18)
God’s purpose of keeping His covenant is ‘Jesus’. (John 14:20-21; Romans 10:4; Matthew 5:17-18)
神守约的目的就是“耶稣”。( 约翰福音 14:20-21; 罗马书 10:4; 马太福音 5:17-18)

1.3.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절정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14:15-16, 16:7, 15:26-27; 요한1서2:1; 로마서8:26)
The culmination of God’s mercy is the Holy Spirit. 
(John 14:15-16, 16:7, 15:26-27; 1John 2:1; Romans 8:26)
人蒙受神的最大怜恤就是“圣灵”。

( 约翰福音 14:15-16, 16:7, 15:26-27; 约翰一书 2:1; 罗马书 8:26)

2.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1:9)
Remember the covenant of God and pray with it; ‘Remember your word you spoke, God!’ 
(Nehemiah 1:9)
请记念神的约并为之祷告 ; “请记念神的话！”( 尼希米记 1:9)

2.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할 때,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레위기26:42-45)
When Israel dislikes and despises the word of God, God remembers His covenant and 
gives them a chance to recover. (Leviticus 26:42-45)
当以色列厌弃神的话时，神记念自己的约并赐予恢复的机会。( 利未记 26:42-45)

2.2. 하나님께서 나팔소리가 울릴 때, 언약을 기억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10:9)
When the trumpet sounds, God remembers the covenant and makes the war triumph. 
(Numbers 10:9)
神吹响号角时，也就是神记念他的约并赐予胜利的时候。( 民数记 10:9)



2.3.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할 때, 언약을 기억하셔서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2:24, 6:5)
When the people of God are in pain, God remembers the covenant and saves them from 
distress. (Exodus 2:24, 6:5)
当神的子民陷入苦痛中时，神记念自己的约并拯救他们脱离患难。( 出埃及记 2:24, 6:5)

2.4.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기도 할 때,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출애굽기32:1-14)
When a man of God intercedes, God remembers the covenant and changes His will. 
(Exodus 32:1-14)
当神的子民代祷时，神因记念自己的约而改变心意。( 出埃及记 32:1-14)

3.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God wants us to remember the fulfillment of His covenant He has accomplished. 
神希望我们记念他已成就的约。

3.1.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신명기7:18-19; 이사야46:8-11)
March out forward boldly by remembering the good works of God that fulfill the covenant. 
(Deuteronomy 7:18-19; Isaiah 46:8-11)
请记念神成就约的善事，从而刚强壮胆。( 申命记 7:18-19; 以赛亚书 46:8-11)

3.2. 하나님의 언약을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하여,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출애굽기20:8; 민수기15:40; 신명기5:15)
Keep the covenant of God in your daily life and be holy. (Exodus 20:8; Numbers 15:40; 
Deuteronomy 5:15) 
请在日常生活中守神的约，成为圣洁。( 出埃及记 20:8; 民数记 15:40; 申命记 5:15)

3.3.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잊지 말고, 평생에 기억함으로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신명기8:2-3,17-20, 9:7-8,15:15)
Do not forget the covenant God has fulfilled and live humbly remembering it throughout 
your life. (Deuteronomy 8:2-3, 17-20, 9:7-8, 15:15)
不要忘记神成就的约，要终生记念并谦卑而活。( 申命记 8:2-3, 8:17-20, 9:7-8, 15:15)

3.4.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가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
하십시오. (Generational Discipleship)(신명기6:1-9; 신명기32:7; 느헤미야4:14; 역대상
16:12,15; 사사기2:10-15)
Teach the covenant of God to be clearly remembered by the next generation; teach it, 
expound on it, set it up as a symbol, and write it down. 
(Deuteronomy 6:1-9; Deuteronomy 32:7; Nehemiah 4:14; 1Chronicles 16:12, 15; Judges 2:10-15)
为了让下一代清楚记念神的约，请教训、谈论神的约并做成记号、经文记录下来。(Generational 

Discipleship)( 申命记 6:1-9; 尼希米记 4:14; 历代志上 16:12, 16:15; 士师记 2: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