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헤미야 GREAT WAYS TO OVERCOME TACKLES ( 6:1-16)

축구선구는 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상대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을 걸고   GOAL , tackle

방해한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태클을 발견한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성적이나 가정 환. . , , 

경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일만에 성벽 중수 완공을 눈 , . 52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적 세력들은 마지막까지 성벽 공사를 방해한다. . 

하지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성벽을 완성하게 된다 느tackles , .( 6:15-16)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GOAL ?

첫째 억울해도 단호해져라  ,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산발랏과 게셈은 반복된 편지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였으나 느헤  , 

미야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 사람들에게 공. 

공연하게 느헤미야를 난처하게 만드는 전략을 펼친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마치 .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 

대처한다 이처럼 대적들은 우리를 사람들의 틈에서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든다 믿음의 . .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 

럼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아 한다 절 오뚜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9 ) .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영적 싸움을 기싸움이 .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다, !

둘째 대적을 만나도 자리를 지켜라  , 

대적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피해도 결국 또 다른 대적  , . 

들을 만나게 된다 문제가 있으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 스마야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제사장 . . 

출신의 사람이다 하지만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돈으로 매수되고 느헤미야를 성소에 숨으라고 . , 

권한다 성소에 숨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대적들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소. . 

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느헤미야. , 

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함께 땀흘려 성벽을 중수하는 현장이 바로 그가 .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였고 그 덕분에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 

었다 간혹 전도하기 위해서 클럽에 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전도는 삶의 자리로 나아. . 

가서 전도하는 것이지 유흥과 향락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 . 

말아야 할 자리를 분간해야 한다.

셋째 두려워할 것은 당신이 아니다  , 
두려워 할 것은 대적세력들이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   . 

온갖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결국 두려워 한 것은 대적세력들이었다 절 대적들은 우리를 방, .(16 ) 

해하고 을 이루지 못하게 걸지만 결국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비전GOAL tackle , ! 

이 성취되면 대적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창세기 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 . 3

때에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하지만 주, . . 

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년에 멸망한 남유다는 년에 느헤미야가 예. BC586 BC444

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써 성벽을 완성하게 된다 년의 역사를 단 일만에 바꾼 것이다. 140 52 .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 한 두 달에도 우리 안에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



느헤미야 GREAT WAYS TO OVERCOME TACKLES ( 6:1-16)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이번주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세요 .

경배와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2. (Worship) ‘ ’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말씀 나누기 느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6:1-16 .

당신의 학업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가 있습니까 서로 나 1) , , tackles ? 

눠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는 지를 나눠보세요. .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 2) ? 

습니까 그럴 때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서로 나눠보세요? .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제안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3) . 

어디였습니까 왜 그 곳에 있어야 했습니까? ?

최근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 4) ? 

세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당신이 아니라 대적세력들입니다. . , .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5) ?

예배에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저녁기도회    -> ! ( , , ,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월 일 금 월 일 주일 에 있을 감사성회가 은혜가운데 준비되게 하소서    - 2 28 ( )~3 1 ( )

월 일 토 에 있을 임직예배가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2 29 ( )

월 일 주일 에 있을 창립 주년 감사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3 1 ( ) 40

월 일 월 일 목 에 있을 부활절 금식성회에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 4 6 ( )~9 ( ) ,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