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느헤미야 13 - REBOOTING

10/12/2018

핸드폰을 사용하다보면 작동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통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암몬 모압

그것은 새롭게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운영체제(OS)와 충돌로 인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개혁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폰을 다시 재부팅(Rebooting)하면 아주 쉽게 원상태로 회복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느헤미야 13 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 모세의 책에 언급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느 13:1, 신 23: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왕
(

)이 (

)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

)하도록 사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 ( )이 되게 하셨습니다(1-2).
이때,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
가운데서 모두 (
-

무리)를 이스라엘

)시켰습니다(3).

왜 이방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 시켰을까요?
(

)
-

암몬과 모압은 누구인가요?
(

(창 19:30-38)).
-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

(신 2:9,19)).
2. 느헤미야는 무엇을 개혁했나요?
-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 )이 재대로 분배되게 함.

-

(

-

이방여인과 (

일)을 지키게 함.
)을 막음 – (

)의 사위를 쫓아냄.

3. 지금 내 삶 속에
엉켜있는 죄로 인해,
재부팅(Rebooting)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래에
적어 보세요.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느헤미야 13 - REBOOTING

10/12/2018

핸드폰을 사용하다보면 작동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통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암몬 모압

그것은 새롭게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운영체제(OS)와 충돌로 인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개혁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폰을 다시 재부팅(Rebooting)하면 아주 쉽게 원상태로 회복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느헤미야 13 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 모세의 책에 언급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느 13:1, 신 23: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1-2).
이때,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습니다(3).
-

왜 이방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 시켰을까요?
(그 당시 이방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믿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만, 그 당시는 죄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요인이었기에, 영적 재부팅을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

암몬과 모압은 누구인가요?
(롯의 자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롯은 아내를 잃고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손이 없던 두 딸이 후손을 만들겠다라는 명목으로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자손을 출산하게 됩니다.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딸의 아들이 “암몬”입니다(창 19:30-38).

-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때 특별히 모압과
암몬지역을 지나갈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다”(신
2:9,19)라고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2. 느헤미야는 무엇을 개혁했나요?
-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몫)이 재대로 분배되게 함.

-

(안식일)을 지키게 함.

-

이방여인과 (결혼)을 막음 – (산발랏)의 사위를 쫓아냄.

3. 지금 내 삶 속에
엉켜있는 죄로 인해,
재부팅(Rebooting)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래에
적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