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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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 With Giving 

Give _______________ first to the Lord 
And they exceeded our expectations: They gave themselves first of all to the Lord, and 
then by the will of God also to us. 2 Corinthians 8:5 NIV 
The rest of the people—the priests, Levites, gatekeepers, singers, and temple servants, 
along with their wives, sons, and daughters, everyone who is able to understand and 
who ha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surrounding peoples to obey the law of God— 
Nehemiah 10:28 CSB 
1 Now the leaders of the people stayed in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people cast lots 
for one out of ten to come and live in Jerusalem, the holy city, while the other nine-
tenths remained in their towns. 2 The people blessed all the men who volunteered to 
live in Jerusalem. Nehemiah 11:1-2 CSB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Romans 12:1 CSB 

Give to _______________ and care for God’s house 
We will impose the following commands on ourselves: To give an eighth of an ounce of 
silver yearly for the service of the house of our God: Nehemiah 10:32 CSB 
For the Israelites and the Levites are to bring the contributions of grain, new wine, and 
fresh oil to the storerooms where the articles of the sanctuary are kept and where the 
priests who minister are, along with the gatekeepers and singers.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Nehemiah 10:39 CSB 
Each one must give as he has decided in his heart,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2 Corinthians 9:7 ESV 

Give with _______________ and joy 
At the dedication of the wall of Jerusalem, they sent for the Levites wherever they lived 
and brought them to Jerusalem to celebrate the joyous dedication with thanksgiving 
and singing accompanied by cymbals, harps, and lyres. Nehemiah 12:27 CSB 
On that day they offered great sacrifices and rejoiced because God had given them 
great joy. The women and children also celebrated, and Jerusalem’s rejoicing was heard 
far away. Nehemiah 12:43 CSB

 성경 말씀: 
그리고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느헤미야 2:18 현대인의성경 

바침으로 건축하십시오 

먼저 _______________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5 새번역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
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
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느헤미야 10:28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십분의 구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2 스스로 예루살렘
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느헤미야 11:1-2 새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
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1 새번역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_______________ 위해서 바치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친다. 느헤미야 10:32 새번역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
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
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느
헤미야 10:39 새번역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
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7 

_______________와 기쁨으로 바치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
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기쁘게 봉헌
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느헤미야 12:27 
그 날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
셨기 때문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 기뻐하였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외치는 소
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느헤미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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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worldly giving and Biblical giving? 

2. What issues can arise when a believer gives monetarily but has not given 
themselves first to the Lord? 

3. Pray that we grow as joyful givers. Pray also that our worshipful giving is used to 
witness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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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 기도제목: 

1. 세속적으로 바치는 것과 성경적으로 바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믿는 자가 금전적으로 바치지만 주님께 먼저 자신을 바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우리가 기쁘게 바치는 자로 성장하길 기도해요.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친 것이 세
상에 증거하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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