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환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Worship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370)”,  “나의 갈 길 다가도록(384)”,  “주님이 주신 땅으로”

 Word (말씀)
1. 한 주간 동안 주일예배나 개인묵상을 통하여 받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경우, 또는 일상 속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3절)
-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3.“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추가로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
까? (7,8절)
-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

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
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4. 직위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큰 두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성읍 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
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재건

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요청사항까지 아뢸 수 있었습니
다. 

5. 현실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명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만나야 하며,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Work (사역)
1. 격려하기: 오늘 나눔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 후 그에게 축복, 격려의 마음을 담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2. 서로를 위해 축복송 부르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3. 서로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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