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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종, 형통의 기초

Attentive Listening, the Foundation of Flourishing Life (Nehemiah 1:11) 
听从, 亨通的根基 (尼希米记 1:11)  

느헤미야 1:11

마음열기
Ice Breaker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에 ‘청종’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형통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러한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청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청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레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청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하

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가정은 형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고자 몸

부림치는 교회 공동체는 형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역하는 미니스트리는 형통하는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청종’이 형통의 전제입니다. 

키워드
Keyword 청종     Attentive Listening     听从

소개하기
Introduction

미국의 ‘리이튼 포드’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포드 목사는 여행 중에 비행기가 중간 연료보급을 위해 착륙한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잠깐의 시간동안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선교사는 ‘무슬림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 자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는 “두 명”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십년동안 선교활동을 하여 

2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겨우 두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이곳에 있느냐?’는 의아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오히려 매우 놀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구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리이튼 포드 목사님은 ‘이 일은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느헤미야강해 제 1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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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하여, 내안의 탐욕과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5:19-20)

To listen to and obey the word of God, we must abandon greed and fear within us. (1Samuel 15:19-20)
为听从神的话 , 要弃掉我们心里的贪欲和惧怕。( 撒母耳记上 15:19-20)

1.1. 탐욕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19-20, 21)

If you are caught up in greed, you will hear the voice of God distorted. (1Samuel 15:19-20, 21)
若受贪欲的辖制 , 就会扭曲神的声音。( 撒母耳记上 15:19-20,21)

1.2.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청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22; 레위기 26:21; 민수기 14:21-23; 사무엘상 15:23-24)

If you are seized with fear, you get to abandon the word of God and obey the people.
(1Samuel 15:22; Leviticus 26:21; Numbers 14:21-23; 1Samuel 15:23-24)
若受惧怕的辖制 , 就会弃掉神的话 , 反听从人的话。
( 撒母耳记上 15:22; 利未记 26:21; 民数记 14:21-23; 撒母耳记上 15:23-24)

1.3.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청종하십니다. 

(역대하 7:14-16, 6:39-42; 시편 130:1-2)

God listens to those who listen to and obey His word. (2Chronicles 7:14-16, 6:39-42; Psalm 130:1-2)
若称为神名下的子民听从神的话 , 那么神也会垂听他们。( 历代志下 7:14-16, 6:39-42; 诗篇 130:1-2)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40:6; 여호수아 24:23-24; 예레미야 26:13)

God wants us to listen to and obey Him so that we might enjoy the heavenly blessings. 
(Psalm 40:6; Joshua 24:23-24; Jeremiah 26:13)
神希望我们听从他 , 蒙受天上的福分。( 诗篇 40:6; 约书亚记 24:23-24; 耶利米书 26:13) 1. 당신을 사로잡는 두려움과 탐욕이 어느 상황과 환경일 때 나타나는지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생각의 패턴들을 조명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1. 영을 분별하며 청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19-20; 요한1서 4:1)

We must discern the spirits as we try to listen to and obey God. (1Samuel 15:19-20; 1John 4:1)
分辨灵然后听从。( 撒母耳记上 15:19-20; 约翰一书 4:1)

2.2.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여 두렵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6:12-14)

The spirit of the world makes false prophecies in the name of God, making us afraid and 
commit crimes. (Nehemiah 6:12-14)
这世界的灵以神的名义说假预言 , 使我们感到惧怕从而引领我们犯罪。( 尼希米记 6:12-14)

2.3. 주님의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0:25-27, 2-15)

The sheep of God hear and respond to the voice of Jesus, our shepherd. 
(John 10:25-27, John 10:2-15)
主耶稣的羊会听从并跟随其牧者及主的声音。( 约翰福音 10:25-27, 2-15)

2.4. 영적으로 성장해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12-14)

We must grow spiritually so that we can have discernment. (Hebrew 5:12-14)
只有在属灵上成长了 , 才能分辨完全。( 希伯来书 5:12-14)

2.5.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예배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신명기 13:4, 11:13-15)

Enjoy the heavenly blessings down on earth as worshippers of God who listen to and obey God. 
(Deuteronomy 13:4, 11:13-15)
在这地上 , 作为敬拜者听从神的话 , 蒙受天上的福分。( 申命记 13:4, 11: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