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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Bible Quote: 
And I told them how the hand of my God had been favorable to me and also about the 

king’s words which he had spoken to me. Then they said, “Let’s arise and build.” So they 
put their hands to the good work. Nehemiah 2:18 NASB 

Faith in the Midst of Ruins 

Faith empowers us to __________ on the Lord 
In the month of Nisan, in the twentieth year of King Artaxerxes, when wine was before 
him, I took up the wine and gave it to the king. Now I had not been sad in his presence. 
Nehemiah 2:1 ESV 
but they who wait for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iah 
40:31 ESV 

Faith gives us courage to speak the __________ 
2 And the king said to me, “Why is your face sad, seeing you are not sick? This is 
nothing but sadness of the heart.” Then I was very much afraid. 3 I said to the king, “Let 
the king live forever! Why should not my face be sad, when the city, the place of my 
fathers' graves, lies in ruins, and its gates have been destroyed by fire?” Nehemiah 
2:2-3 ESV 
In God I have put my trust; I sha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an do to me? Psalm 
56:4 NASB 

Faith is sustained by ____________________ prayer 
4  Then the king said to me, “What are you requesting?” So I prayed  to the God of 
heaven. 5 And I said to the king, “If it pleases the king, and if your servant has found 
favor in your sight, that you send me to Judah, to the city of my fathers' graves, that I 
may rebuild it.” Nehemiah 2:4-5 ESV 
16 Rejoice always, 17 pray without ceasing, 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1 Thessalonians 5:16-18 ESV 

Faith stirs up other people’s __________ and also ____________________ 
17 Then I said to them, “You see the trouble we are in, how Jerusalem lies in ruins with 
its gates burned. Come, let us build the wall of Jerusalem, that we may no longer suffer 
derision.” 18 And I told them of the hand of my God that had been upon me for good, 
and also of the words that the king had spoken to me. And they said, “Let us rise up 
and build.” So they strengthened their hands for the good work. 19 But when Sanballat 
the Horonite and Tobiah the Ammonite servant and Geshem the Arab heard of it, they 
jeered at us and despised us and said, “What is this thing that you are doing? Are you 
rebelling against the king?” 20 Then I replied to them, “The God of heaven will make us 
prosper, and we his servants will arise and build, but you have no portion or right or 
claim in Jerusalem.” Nehemiah 2:17-20 ESV

시리즈 성경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

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2:18 개역개정 

폐허 가운데 믿음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__________ 권능을 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 드렸는데 이전
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혜미야 2: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믿음이 __________를 말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
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
사오리이까 하니 느혜미야 2:2-3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4 

믿음은 _______________ 기도로 유지됩니다.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혜미야 2:4-5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_______________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__________가 되기도 합니다.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
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
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
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
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혜미야 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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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Do you have an example of when you faced opposition not long after you 

decided to stand in faith?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experience? 
2. Read and pray Isaiah 40:31 together.

Arise & Build: Nehemiah
Pastor Young-Ho Pak: Sunday, 9th May 2021

토의 & 기도제목: 
1.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려하자 바로 반대에 부딪힌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2. 함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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