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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의 성취

Fulfilment of Covenant (Nehemiah1:1-4)
成就应许 (尼希米记 1:1-4)

느헤미야 1:1-4

마음열기
Ice Breaker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대적으로부터의 공격과 훼방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
치를 당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려 하였던 ‘공동체적 회복’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의 훼파와 
성문이 불타버린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훼파와 성문의 소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
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수일간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이,이스라엘의 환란
이 느헤미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소명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키워드
Keyword

소명, 하나님의 언약     The calling, Covenant of God      召命、神的应许

소개하기
Introduction

스파르타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나라 군주에게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하였다. 그런데 이 군주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벽을 찾아볼 수가 없
었다. 그는 스파르타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물었다. 그
러자 스파르타 왕은 자기의 훌륭한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의 성벽이며, 모든 사람
들은 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라고 대답하 였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안의 지
체 한 명, 한 명은 성벽 완성을 위한 벽돌들이다. 필요한 벽돌들이 모이며 성벽이 쌓아올려진다. 이것
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다. 모든 벽돌들이 모여 성벽이 완공될 때,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어 튼튼
한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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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God fulfills His prophesies through people of God. 
神通过神的人成就预言。

1.1. 하나님께서 거룩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B.C.690)(이사야44:28, 45:1,45:12-13)
God spoke through the prophet of holiness, Isaiah. (B.C.690)  (Isaiah 44:28, 45:1,12-13)
神已通过圣先知以赛亚说话。(B.C.690) ( 以赛亚书 44:28, 45:1, 45:12-13)

1.2.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B.C.605) (예레미야25:12-13, 29:10-14)
God spoke through the prophet of tears, Jeremiah. (B.C.605) (Jeremiah25:12-13, 29:10-14)
神已通过流泪的先知耶利米说话。(B.C.605)  ( 耶利米书 25:12-13, 29:10-14)

1.3.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B.C.536) 
     (역대하36:22-23; 에스라1:1-3)

God fulfills His prophesies through people of God. (B.C.536)   
(2Chronicles36:22-23; Ezra1:1-3)
神已通过神的人成就预言。(B.C.536) ( 历代志下 36:22-23; 以斯拉记 1:1-3)

느헤미야 1:1-4 [개역개정]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이십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
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Nehemiah 1:1-4 [NIV]
1. The words of Nehemiah son of Hacaliah: In the month of Kislev in the twentieth year, while 

I was in the citadel of Susa,
2. Hanani, one of my brothers, came from Judah with some other men, and I questioned them 

about the Jewish remnant that survived the exile, and also about Jerusalem.
3. They said to me, "Those who survived the exile and are back in the province are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

4. When I heard these things, I sat down and wept. For some days I mourned and fasted and 
prayed before the God of heaven.

尼希米记 1:1-4 [CUNPSS]
1  哈迦利亚的儿子尼希米的言语如下：亚达薛西王二十年基斯流月，我在书珊城的宫中。 

2 那时，有我一个弟兄哈拿尼，同着几个人从犹大来。我问他们那些被掳归回、剩下逃脱的犹大人
和耶路撒冷的光景。 

3 他们对我说：「那些被掳归回剩下的人在犹大省遭大难，受凌辱；并且耶路撒冷的城墙拆毁，城
门被火焚烧。」

4 我听见这话，就坐下哭泣，悲哀几日，在天上的　神面前禁食祈祷，说：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 그 마음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