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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ble Study   2020. 10. 4

형통을 구하는 기도

Prayer asking for a flourishing life (Nehemiah 1:10-11) 
祈求亨通的祷告 (尼希米记 1:10-11)  

느헤미야 1:10-11

마음열기
Ice Breaker

모든 인생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가족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느헤

미야 역시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느헤미야가 구했던 형통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오늘의 메세지를 통해 살펴봅시다. 

키워드
Keyword 형통    Flourishing     亨通

소개하기
Introduction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찰레아흐’입니다. 이 말의 뜻은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진하다, 

나아가다. 두번째, 건너가다. 세번째 번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성경에는 ‘번성한’(prosperous) 또는 ‘성공

적’(successful)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의 책 ‘주식회사 예수’ 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

는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성공과 형통의 의미는 하

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느헤미야강해 제 11 강



친해지기
B o d y

1. ‘앞으로 전진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We can enjoy the flourishing life so that we go forward. 
享受到“今后前行的亨通”。

1.1. 어떠한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느헤미야2:18-20, 6:5-9)  

We can proceed overcoming any interruption or stumbling block.  (Nehemiah2:18-20, 6:5-9)
不论有怎样的障碍物或绊脚石，向前行进。( 尼希米记 2:18-20, 6:5-9)

1.2.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4:7-14, 4:16-20)

We will not stop even if there are difficulties and sufferings. (Nehemiah4:7-14, 4:16-20)
不论有怎样的祸乱和困难，不停止。( 尼希米记 4:7-14, 4:16-20)

1.3. 어떠한 고통이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13:4-12, 28, 6:12-14)

We get to begin again even when there are sufferings and conflicts. (Nehemiah13:4-12, 28, 6:12-14)
不论有怎样的痛苦和冲突，重新开始。 ( 尼希米记 13:4-12, 28, 6:12-14)

2.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We will experience a flourishing life where we can even cross seas that are impossible to cross. 
经历“跨过原本跨不过的海”。

2.1.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오를 수 없는 산을 넘어섭니다. (느헤미야2:2-9, 5:14, 13:6-7)

We can cross seas that are impossible to cross and climb up mountains that are 

impossible to climb. (Nehemiah2:2-9, 5:14, 13:6-7)

跨过原本跨不过的海， 登上原本登不上的山。( 尼希米记 2:2-9, 5:14, 13:6-7)

2.2.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느헤미야2:11-12, 5:14-18)

We get to make an important decision without turning back. (Nehemiah2:11-12, 5:14-18)
做出人生中无法挽回的重要的决定。( 尼希米记 2:11-12, 5:14-18)



오늘의 설교를 통한 ‘형통’의 개념과 당신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에 대해 다른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3.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5:7-13, 13:24-25)

Crossing rivers that are impossible to cross, we will proceed along the new road. 
(Nehemiah5:7-13, 13:24-25)

跨过无法返回的江后，走上新的道路。( 尼希米记 5:7-13, 13:24-25)

3. ‘번영하는 형통함’이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The prosperous flourishing life extends continually. 
持续地扩张“繁荣的亨通”。

3.1.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오는 미래가 점점 더 잘되어집니다. (느헤미야6:15-16, 7:1-2, 4, 73)

The coming future will be brighter than the time in the past. (Nehemiah6:15-16, 7:1-2, 4, 73)
比起过往，即将到来的未来渐渐地越来越好。( 尼希米记 6:15-16, 7:1-2, 4, 73)

3.2.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8:1-8, 12:24, 8:17-18)

Faith, hope, and love continually grow higher and deeper. (Nehemiah8:1-8, 12:24, 8:17-18)
信心、盼望和爱，持续地越来越深、越来越广。( 尼希米记 8:1-8, 12:24, 8:17-18)

3.3. 건강과 물질, 영향력과 힘, 가치와 존경받음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느헤미야12:43, 13:30-31)

Health and finance, influence and power, and value and honor keep extending into our 
lives continually. (Nehemiah12:43, 13:30-31)
健康和物质、影响力和力量、价值和被尊敬，持续地扩张。( 尼希米记 12:43, 13: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