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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 Build: Nehemiah
Pastor Young-Ho Pak: Sunday, 16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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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Work Requires 

The work requires faith with _______________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James 2:17 
NIV 

The work requires ____________________ determination 
Then Eliashib the high priest arose with his brothers the priests and built  the Sheep 
Gate; they consecrated it and  installed its doors. They consecrated the wall to  the 
Tower of the Hundred and the Tower of Hananel. Nehemiah 3:1 NASB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ESV 

The work requires ____________________ and unity 
8 Next to him Uzziel the son of Harhaiah of the goldsmiths made repairs. And next to 
him Hananiah, one of the perfumers, made repairs, and they restored Jerusalem as far 
as the Broad Wall. 9 And next to them Rephaiah the son of Hur, the official of half the 
district of Jerusalem, made repairs. Nehemiah 3:8-9 NASB 
4 Now as we have many parts in one body, and all the parts do not have the same 
function, 5  in the same way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in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one another. Romans 12:4-5 CSB 

The work requires complete ____________________ 
After him Baruch the son of Zabbai zealously repaired another section, from the Angle 
to the doorway of the house of Eliashib the high priest. Nehemiah 3:20 NASB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it with  all  your might; for there is no activity, 
planning, knowledge, or wisdom in Sheol where you are going. Ecclesiastes 9:10 NASB 

The work requires ____________________ 
At that time I also said to the people, “Each man with his servant shall spend the night 
within Jerusalem, so that they may be a guard for us by night and a laborer by day.” 
Nehemiah 4:22 ESV 
And there were others who said, “We are mortgaging our fields, our vineyards, and our 
houses so that we might get grain because of the famine.” Nehemiah 5:3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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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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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 이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17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 문'을 다시 세웠습
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함메아 망대'와 '하나
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느헤미야 3:1 쉬운성경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17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 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8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9 그 다음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보
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8-9 쉬운성경 
4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5 우
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4-5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_____ 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
리아십의 집 문까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 3:20 쉬운성경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든, 힘을 다해 일하라. 왜냐하면 네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하
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9:10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 이 필요합니다 
그 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
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느헤미야 4:22 쉬운성경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
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느헤미야 5:3 쉬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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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sacrifices do you struggle with that keep you from fully stepping into 

what God has put on your heart to do? 

2. Did any of the current needs in our church jump out at you? 

3. Pray that God assigns workers for each portion of our “walls" that ne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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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 Young-Ho Pak: Sunday, 16th May 2021

토론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하는데 있어 당신이 감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희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현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중에 당신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우리가 세워야 하는 "성벽의" 각 구간(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기
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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