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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The fasting pleasing to God (Nehemia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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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희년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통
해 우리는 잃어버린 유산과 세대를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의 필요를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경험한 자들은 긍휼함을 흘려보
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데에 힘써 수고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
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삶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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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The fasting pleasing to God    神悦纳的禁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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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
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
으로 내던졌고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습
니다.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와 같이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
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 24)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
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한태완 목사(예화포커스)

느헤미야강해 제 8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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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희년을 성취하는 금식입니다.
The fasting pleasing to God is the fasting that achieves the year of Jubilee. 

್̦ગĀθĄŪďᨗŭĀθ뺯

1.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희년의 선포이며 희년의 성취입니다. (이사야58:6)
  The fasting pleasing to God is the proclamation of the year of Jubilee and the achievement

  of the year of Jubilee.  (Isaiah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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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희년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25:8-9)
  The year of Jubilee begins with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Leviticus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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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희년은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입니다. (레위기25:10,25:28;신명기15:1-2,15:3)
  The year of Jubilee is the restoration of the ‘lost inheritance’. 
  (Leviticus 25:10,25:28; Deuteronomy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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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희년은 ‘잃어버린 세대’의 회복입니다. (레위기25:39-43,25:54-55;에스겔16:55)
  The year of Jubilee is the restoration of the ‘the lost generation’. 
  (Leviticus 25:39-43,25:54-55;Ezkiel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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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금식입니다.
)DVWLQJ�SOHDVLQJ�WR�*RG�VDWLV¿HV�WKH�QHHGV�RI�RXU�QHLJKER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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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58:7)
��)DVWLQJ�SOHDVLQJ�WR�*RG�VDWLV¿HV�WKH�QHHGV�RI�RXU�QHLJKERUV���,VD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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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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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2.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5:7)

���*RG�ZLOO�KDYH�PHUF\�RYHU�WKRVH�ZKR�KDYH�PHUF\�RYHU�RWKHUV���0DWW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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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You can give without love but you can’t love without giving.

ؓƔŊĈıঞĻŘƈୠ뻟ȚĄŊĈƈୠďŊĈı。

3.1.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3:16；로마서5:8；요한일서4:9-10)

��*RG�KDV�WHVWL¿HG�WR�+LV�ORYH�IRU�XV�E\�JLYLQJ�+LV�RQH�DQG�RQO\�VRQ��-HVXV��
  (John：3:16; Romans 5:8; 1John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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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사랑을 보이십시오. 

      (요한일서4:11-12;골로새서1:24-29)

   Show your love by laboring for Church, the Body of Christ with all your might. 
   (1John 4:11-12;Colossians 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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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늘 시민권자로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에베소서2:19;빌립보서3:19-21;마가복음5:10-12;빌립보서1:27-28)

   Live your daily life as a citizen of heaven with the word of God.
  (Ephesians 2:19;Philippians 3:19-21;Matthew 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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