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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만남의 축복

Blessings of encountering-episode 1(Nehemiah 1:1-3)
初遇的福 (尼希米记1:1-3)

느헤미야 1:1-3

마음열기
Ice Breaker

페르시아제국 제4대 왕 아닥사스다 1세(464-423통치)가 20년째 통치한 그 해 겨울이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제4대 왕 아하수에르의 그리스원정이 아무런 이익 없는 ‘빈껍데기 승리’
로 끝난 뒤 움츠러든 경제력과 군사력의 영향으로, 이집트와 북부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반란들이 일
어나 격동의 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정치인들은 제국 내 소수민족의 협조를 얻고자 소수민
족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고위관리로 등용하였는데, 이때 등용된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
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하가랴의 후손으로 약 150년이 흐른 뒤 태어난 이민 4세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 없는 것을 추정되며, 부모(가정공동체, 가정예배)와 회당(신앙과 교
육공동체, 공예배)의 신앙교육으로 ‘회당중심’ 신앙을 유지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
은 예루살렘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벨론포로기(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집과 기도의 집’으로, 삶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토라와 탈무드의 ‘교
육의 집’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의
하는 ‘모임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성전파괴 후 성전과 제사장 중심에서 회당과 랍비 중심의 신앙으
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벨론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역시 회당과 랍비 중심의 신앙과 교육이 포로로 끌
려간 포로세대, 이민세대를 지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공부이고, 교육은 종교였습니
다. 토라와 탈무드에 대한 교육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를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예배이며 기도였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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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Encounter     相遇

소개하기
Introduction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본 한 지방에서 다음과 같은 범퍼 스티커를 받았다. “운전 조심! 당신이 구한 
생명은 바로 당신의 생명이다.” 이 경고에는 인간적인 순진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치셨다. “너의 생명을 구하려면 그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두렵거나 무서워서 품고, 꽉 쥐고, 지키고, 보호하는 삶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무엇보
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 그것을 잘 모
르는 구경꾼에게는 바보같이 보일 것이다. 그분은 돈, 집, 차도 없었고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분의 친구들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스캔들 곧 세상을 영원히 바
꿔 버린 스캔들이었다.

미래에 대한 우리 염려의 벼랑 끝에는 새롭고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보이는 지점의 끝으로 걸어갈 때, 숨을 죽이고 미지의 영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 
설 수 있는 바위같이 견고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할 것이다.

「내 영혼의 번지점프」/ 루시 쇼

느헤미야강해 제 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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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소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제국에서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When he was a boy, Nehemiah could save his life thanks to Queen Esther and Mordecai.
少年尼希米在波斯帝国因着王妃以斯帖和末底改生命得到拯救。

1.1. 사울왕의 후손인 왕족 모르드개는 전쟁고아 사촌 동생 에스더를 영적인 딸로 입양하여 양육합니다. 
     (에스더2:5-7, 15, 20)

  Mordecai, a descendant of king Saul, adopted Esther, who was a daughter of his cousin   
  and became a war orphan. (Esther2:5-7, 15, 20)
  王族末底改是扫罗王的后裔, 他领养了在战争中成为孤儿的堂妹以斯帖并收为自己属灵上的女儿。

  ( 以斯帖记 2:5-7, 15, 20)

1.2.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눈에 들어 은헤를 받게 되고, 1년 동안 왕후 후보로 준비됩니다. 
     (에스더2:9-10)

 Esther pleased Hegai, who had charge of the harem. In his favor, she was prepared to be  
 a candidate for a queen for a year. (Esther2:9-10)
 以斯帖得到掌管宫女的太监希该的喜悦和恩待 , 所以在一年的时间里 , 以斯帖作为王后候选人

 做好准备。( 以斯贴记 2:9-10)

1.3. 페르시아제국 제4대 아하수에로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어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2:15-18, 20)
  Esther became a queen with the favor of King Xerxes, the fouth king of Persian Empire.  
  (Esther2:15-18, 20)
  以斯帖得到波斯帝国第四代王亚哈随鲁王的宠爱 , 从而被立为王后。( 以斯帖记 2:15-18, 20)

모르드개와 에스더, 느헤미야를 거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
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계획에 선명히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1.4. 페르사아제국의 실세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 끓지 않는 모르드개와 그 민족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탈취할 계략을 꾸미고 아하수에로왕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에스더3:8-11)

   Haman, who had the controling power of the Persian empire, got permission from King 
   Xerxes to kill Mordecai and all Jewish people and to snatch all that belong to them, 
   because Mordecai did not kneel before him. (Esther3:8-11)
  波斯帝国掌握实权的哈曼为了杀戮不向自己跪拜的末底改和其本族犹大人 , 并为抢夺他们的

  全部财产而设谋 , 且得到了亚哈随鲁王的批准。( 以斯贴记 3:8-11)

1.5. 선택의 기로에서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에스더4:14-16)
  Esther, who was at a diverged path that required a choice, chose what pleases God, 
  risking her own life. (Esther4:14-16)
  在选择的十字路口 , 以斯帖赌上自己的性命作出了神喜悦的选择。( 以斯贴记 4:14-16)

1.6. 위대한 반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합니다. (에스더7:1-10) 
  The great reversal, she experienced God who worked perfectly in his time. (Esther7:1-10)
  他们经历了伟大的反转以及神万无一失的时机。( 以斯贴记 7: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