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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ble Study   2021. 06. 20

갈등의 뿌리 3

Root of Conflict 3 (Nehemiah 4:1-3)
冲突的根 3 (尼希米记 4:1-3)

느헤미야 4:1-3

마음열기
Ice Breaker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둠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
정한 사람들은 어둠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이 된 인생들은 
어둠과 정면승부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벽 재건이 곧 예배의 회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성
벽재건을 폄하하고 축복을 도리어 저주하는 것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과는 형제나라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암몬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몰록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질투하여 거짓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합
니다. 암몬족속은 잠깐 우호적이기도 하였지만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
롭힙니다.

키워드
Keyword 갈 등  Conflict   冲突

소개하기
Introduction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시 세계 최강국 바벨론에서 사회적 지위를 착실히 쌓아나간 사람들이었습니
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보여 주는 그들의 삶은 한 순간도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은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바벨론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일이 공식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므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네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인기, 첨단기술, 행복, 자기만족, 인
생의 성공 등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며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섬기자는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받
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로 
유혹과 위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혜미야강해 제 40 강 



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God turns curses into blessings for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of God.
神把对其子民和共同体的咒诅变成祝福。

1.1. 암몬은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신명기23:3-4)
The Ammonite curses Israel who came out of Egypt and is going into the promised land. 
(Deuteronomy23:3-4)
亚扪人咒诅出埃及向着应许之地前进的以色列民族。(申命记23:3-4)

1.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신명기23:5-6)
God turns curses into blessings for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of God. 
(Deuteronomy23:5-6)
神把对其子民和共同体的咒诅变成祝福。(申命记23:5-6)

2.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는 더욱 빛납니다.
When it gets darker,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of God shine even brighter.
黑暗越深, 神的子民和共同体越是熠熠发光。

2.1. 암몬이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모욕하며 굴복시키려합니다. (사무엘상11:1-3; 역대상19:6-7,9)
The Ammonite tries to mock and defeat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of God. (1 
Samuel11:1-3; 1 Chronicles19:6-7,9)
亚扪人意图辱骂并使神的子民和共同体屈服。(撒母耳记上11:1-3; 历代志上19:6-7, 9)

2.2. 역사적으로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는 더욱 빛납니다.
(사무엘상11:8,11,14-15; 역대상20:1-3)
Historically, when it gets darker,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of God shine even 
brighter. (1 Samuel11:8,11,14-15; 1 Chronicles20:1-3)
历史上, 黑暗越深, 神的子民和共同体越是熠熠发光。(撒母耳记上 11:8, 11, 14-15; 历代志

上 20:1-3)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으로부터 유혹, 위협하는 생각과 사건을 나눠봅시다.

2. 지속적인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거나, 허락한 우상으로
부터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상으로부터 떠나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3. 암몬은 솔로몬왕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열왕기상11:1,4-13; 예레미야32:34-35, 49:1)
The Ammonite made King Solomon fall into sin, which resulted in defiling the worship of 
God and the temple of God. (1 Kings11:1,4-13; Jeremiah32:34-35, 49:1)
亚扪人通过使所罗门王堕落, 从而玷污献给神的敬拜和神的圣殿。(列王纪上11:1, 4-13; 耶

利米书32:34-35, 49:1)

3.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가 우상을 버릴 때 승리합니다.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of God can be victorious when they throw away their idols. 
当神的子民和共同体丢弃偶像时, 便是取胜时。

3.1.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둠의 세력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사기10:6,9, 11:4; 역대상19:6-7, 20:1)
When the people of God abandon him and worship idols instead, the Ammonite--the 
dark forces--harasses Israel and begins wars against them. (Judges10:6,9, 11:4; 1 
Chronicles19:6-7, 20:1)
当神的子民离弃神开始敬拜偶像时, 黑暗的势力亚扪人便开始扰乱以色列民族并开始与之争

战。(士师记10:6, 9, 11:4; 历代志上19:6-7, 20:1)

3.2.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사기10:15-16, 11:32-33; 역대상20:1-3, 역대하20:3-4, 17-30)
When the people of God repent, throw away their idols, and worship God, Israel wins in 
the battles. (Judges10:15-16, 11:32-33; 1 Chronicles20:1-3, 2Chronicles20:3-4, 17-30)
当神的子民悔改丢弃偶像并开始敬拜神时, 以色列人便在战争中获得胜利。(士师记10:15-

16, 11:32-33; 历代志上20:1-3, 历代志下20:3-4,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