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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ble Study   2020. 10. 11

형통을 누리는 인생

Life Enjoying A Flourishing Life(Nehemiah 1:10-11)
享受亨通的人生(尼希米记 1:10-11)

느헤미야 1:10-11

마음열기
Ice Breaker

금식은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대부분의 음식을 금하고 물은 마시면서 기

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식음을 폐하며 하나님

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

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키워드
Keyword

형통     Flourishing    亨通

소개하기
Introduction

오 하나님,
우리는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존재한다. 욕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것은 식욕일 수도 있고, 집요
한 소유욕이나 권력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
닌 다른 것에 굶주리면 그것은 최악의 적이 된다. 오직 하나님 한분께 굶주린 마음만이 승리를 가져
다준다.

당신은 그분께 그토록 굶주려 있는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
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
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최고로 굶주려 있으면 그분이 모든 일에 최고가 되신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가장 영광을 얻으신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 John Piper

느헤미야강해 제 12 강



친해지기
B o d y

1.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가고, 오를 수 없는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Cross the ocean which you couldn’t cross and climb the mountain which you couldn’t climb before. 

跨越无法跨过的洪海 , 翻越无法登上的高山。

1.1. 아닥사스다왕이 중단시킨 성벽재건을 다시 아닥사스다왕에게 허락받습니다. (느헤미야2:2-9)
King Artaxerxes had stopped the rebuilding of the wall around the temple of God yet Nehemiah 
gets the permission of rebuilding of the wall again from King Artaxerxes. (Nehemiah 2:2-9)

重获亚达薛西王的许可 , 从而得以着手被王终止的城墙再建工作。( 尼希米记 2:2-9)

1.2. 총독으로 1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부임하여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5:14, 13:6-7)
After serving a 12-year term as the governor of Jerusalem, Nehemiah was reappointed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in Jerusalem. (Nehemiah5:14, 13:6-7)

结束作为省长的 12 年任职期之后 , 尼希米又重回耶路撒冷任职并就此度过余生。

( 尼希米记 5:14, 13:6-7)

2. 비전을 따라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Make the ultimate decisions which cannot be undone in your life according to God-given vision. 

按照异象 , 人生中将作出不再更改的重要决定。

2.1.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느헤미야2:11-12, 13:30-31)
The God-given vision determines the direction of Nehemiah’s remaining life. 
(Nehemiah2:11-12, 13:30-31)

余生的方向要按照神赐予的异象来决定。( 尼希米记 2:11-12, 13:30-31)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인생을 드렸던 느헤미야와 같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삶을 위해 나아가고있는 영역을 나눠봅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2.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재산과 권력, 명예,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느헤미야5:14-18)
Nehemiah pours out his whole life - possessions, power, honor - according to the God-
given vision. (Nehemiah 5:14-18)

按照神的异象 , 要毫不保留地投入财产、权力、名誉和全部人生。( 尼希米记 5:14-18)

3. 희년의 선포를 통하여 잃어버린 유산과 사람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Take a new path for the lost legacy and people by declaring the Year of Jubilee. 

通过宣告禧年 , 为了失去的产业和人走向一条新的路。

3.1. 희년을 선포하여 잃어버렸던 유산과 잃어버렸던 사람을 되돌아오게 합니다. (느헤미야5:7-11)
The lost legacy and people returned and got restored by Nehemiah’s declaration of the 
Year of Jubilee. (Nehemiah 5:7-11)

宣告禧年 , 使失去的产业和人得以归回。( 尼希米记 5:7-11)

3.2. 말씀과 신앙, 연합과 신뢰를 잃어버린 다음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느헤미야5:5-6, 12-13, 13:24-25)
Nehemiah made the next generation - who lost the word of God, faith, unity, and trust in 
God - return to God. (Nehemiah5:5-6, 12-13, 13:24-25)

要使失去道与信仰、联合与信赖的下一代们回转归向神。( 尼希米记 5:5-6, 5:12-13, 13: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