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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형통

Extension of flourishing life (Nehemiah 1:10-11) 
扩张的亨通 (尼希米记 1:10-11)  

느헤미야 1:10-11

마음열기
Ice Breaker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더구나 동서남북에서 악한 세력들이 성벽재건에 대

하여 수없는 협박과 훼방, 방해공작을 시도했기에 공사는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연합시켜 성벽재건에 집중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끝없이 

시도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모두 분별하고 이겨내었습니다.  재건된 성벽의 둘레 길이는 3.5-4.5km이고 성의 높

이는 5-15 m, 성벽의 두께는 평균 3m였습니다. 성벽을 따라 43개의 망대가 세워져있었고, 총 11개의 문이 있었

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한 세

기의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잃어

버렸던 십일조와 초막절과 언약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

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키워드
Keyword 형통    Flourishing     亨通

소개하기
Introduction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tsalach)인대, 이 말의 원뜻은 이렇다.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go 

through), 강을 건너는 것(cross over), 산을 넘어가는 것(go over), 앞으로 나아가는 것(go forward),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는 것(rush), 돌파하는 것(break out), 공격하는 것(attack), 잘 마치는 것(to finish well).’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삼하19:17) 여기에서 강을 ‘밟고 건너’로 옮긴 히

브리어가 ‘찰라흐’인데, 바로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다. 강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강

을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다. 강이 막혀 건너지 못하면 불통, 그 강을 건너면 형통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계속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며,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나 고통 또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

어도 그것을 잘 뚫고 헤쳐 나가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티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잘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롬8:28) 이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광야를 살다 / 이진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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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지나간 시간보다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가 점점 더 잘되어집니다.

The coming future will be brighter than the time in the past. 
相比过去的时间，现在和未来逐渐变得更好。

1.1. 불가능했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 6:15-16)

The destroyed wall was rebuilt in 52 days. The impossible became possible miraculously. 
(Nehemiah 6:15-16) 
只在 52 天之内修完了倒塌的城墙，实现了本不可能实现的奇迹。( 尼希米记 6:15-16)

1.2. 성벽을 재건하여 예배와 레위지파를 회복시킨 후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세워나갑니다. 

     (느헤미야 7:1-2,4,73)

After restoring the worship and the Levite along with the reconstructed walls, Nehemiah 
built up administratio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Nehemiah 7:1-2;4;73)
修完城墙且恢复敬拜和利未之派以后，尼希米又设立了行政部、立法部和司法部。(尼希米记7:1-2,4,73)

2.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절기와 24/7 기도와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Nehemiah restored the feasts, 24/7 prayer, and worship.
恢复了被迫中断的神的节期和 24/7 祷告及敬拜。

2.1. 느헤미야가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와 동역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세워서 팀사역으로 함께 

초막절을 회복시키고 초막절에 부흥사경회를 엽니다. (느헤미야 8:1-8,17-18)

Nehemiah co-worked with Ezra, the scholar and the priest, to build up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s a team, they restored the feast of the Tabernacle and had a revival 
seminar.  (Nehemiah 8:1-8,17-18)
尼希米与作为学者兼祭司长的以斯拉同工，通过设立祭司长和利未之派从而建立团队事工，

一起恢复住棚节并在住棚节举办了复兴会。( 尼希米记 8:1-8, 17-18) 1. 하나님 관점에서의 ‘형통’에 대해 정리해보고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을 나누어봅시다. 

2.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 가정, 공동체,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흘려보

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2. 느헤미야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순서를 정하여 24/7 기도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2:24,45-47; 역대상 23:5, 25:1,7-9,31, 9:33; 에스라 3:10; 역대하 29:25; 아모스 9:11-12; 

사도행전 15:13-17; 마태복음 24:14; 로마서 11:25-27, 9:24-28, 11:1-5)

Following the commandment of King David, Nehemiah restarted 24/7 prayer and worship in order.  
(Nehemiah 12:24,45-47; 1Chronicles 23:5, 25:1,7-9,31, 9:33; Ezra 3:10; 2Chronicles 29:25; 
Amos 9:11-12; Acts 15:13-17; Mathew 24:14; Romans 11:25-27, 9:24-28, 11:1-5)
根据大卫的命令，尼希米按着次序重新开始了 24/7 祷告和敬拜。( 尼希米记 12:24,45-47; 历
代志上 23:5,25:1,7-9,31, 9:33; 以斯拉记 3:10; 历代志下 29:25; 阿摩司书 9:11-12; 使徒行传 15:13-
17; 马太福音 24:14; 罗马书 11:25-27, 9:24-28, 11:1-5)

3.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The joy and blessings of God extend continually.
使神的喜乐和福分持续得以扩张出去。

3.1.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백성들과 공동체를 통과하여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느헤미야 12:43)

The joy of God passes through the whole people and community and flows into all 
nations. (Nehemiah 12:43) 
神的喜乐通过所有百姓和共同体流向列邦。( 尼希米记 12:43)

3.2.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느헤미야 5:19, 13:14,22,30-31)  

The people could keep enjoying the grac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extended 
continually. (Nehemiah 5:19, 13:14,22,30-31)  
不断蒙受神的恩典，使神的福分持续得以扩张出去。( 尼希米记 5:19, 13:14, 13:22,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