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 

응답 

요청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7/20/2018 

  

1.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친척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듣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ㄱ. (죄)를 고백함: (이스라엘)의 죄 뿐 아니라, (개인)과 본인의 (집안)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느헤미야(1:6-7). 

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1:9). 

ㄷ.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 요청: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1:11). 

ㄹ. 맡겨진 (삶)을 산다: 그리고 뭔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허물어진 성벽을 지을 수 있게 (응답)하심(1:11). 

 

2. <기도 응답>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왕을 도와 섬겼습니다. 술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최고 (보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왕은 

역사적으로 성격이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ㄱ. (맡겨진)에 일에 (최선)을 다함: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 

ㄴ. 위기를 (기회)로: 포악한 왕 앞에서 근심있는 표정으로 섬겼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정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5) 

ㄷ. 꼭 필요한 사람: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2:6). 여러분은 지금 일터에서 그런 사람인가요?  

ㄹ. 지혜로운 요청: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2:6-10). 

- (유프라테스) 서쪽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 

-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 (나무)를 공급하라는 (친서) 

- 왕은 느헤미야에게 (장교)와 (기병대)를 함께 보냄. 

- 반대자들 – (산발랏, 도비야) : 좋은 소식이나 (근심)하는 그들. 

 

느헤미야 2  – 기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 술맡은 관리가 됩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에스더 왕후” 또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포로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요청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7/20/2018 

  

1.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친척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듣게 

됩니다. (       사람들)은 그곳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예루살렘 (     )은 

허물어지고, (      )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        )께 (      )합니다. 

ㄱ. (    )를 고백함: (          )의 죄 뿐 아니라, (      )과 본인의 (      )의 죄, 

(      )의 죄를 고백하는 느헤미야 (1:6-7). 

ㄴ. 하나님의 (     )을 기억함: 다시 (     )께로 (     )와서, 주님의 (     )을 

지키고 (      )하면, 쫓겨난 우리가 (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      )을 두려고, (      )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1:9). 

ㄷ. (         ) 마음으로 간구 요청: 느헤미야는 자신을 (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      )을 진심으로 (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       )하는 마음으로 (      )해야 함 (1:11). 

ㄹ. 맡겨진 (     )을 산다: 그리고 뭔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      )를 

주셔서 허물어진 성벽을 지을 수 있게 (       )하심 (1:11). 

 

2. <기도 응답>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왕 (               )의 (    ) 맡은 

관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왕을 도와 섬겼습니다. 술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최고 (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왕은 

역사적으로 성격이 (         )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ㄱ. (          )에 일에 (       )을 다함: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 

ㄴ. 위기를 (       )로: 포악한 왕 앞에서 근심있는 표정으로 섬겼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정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위기가 (      )가 되어, 기도의 (       )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저를 (         )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         )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5) 

ㄷ. 꼭 필요한 사람: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 여러분은 지금 일터에서 그런 사람인가요?  

ㄹ. 지혜로운 요청: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2:6-10). 

- (                ) 서쪽 총독들에게 보내는 (      ) 

- 왕실 숲을 맡아 보는 (       )에게 (       )를 공급하라는 (      ) 

- 왕은 느헤미야에게 (     )와 (         )를 함께 보냄. 

- 반대자들 – (         ,         ) : 좋은 소식이나 (       )하는 그들. 

 

느헤미야 2 - 기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 술맡은 관리가 됩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에스더 왕후” 또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포로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