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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 Build: Nehemiah
Pastor Young-Ho Pak: Sunday, 6th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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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 With God’s Word 

Be ready for people who are _______________ for God’s Word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They told 
Ezra the teacher of the Law to bring out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for Israel. Nehemiah 8:1 NIV 
For Ezra had set his heart to study the Law of the Lord, and to do it and to teach his 
statutes and rules in Israel. Ezra 7:10 ESV 

Be prepared to 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 God’s Word 
2 So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Ezra the priest brought the Law before the 
assembly, which was made up of men and women and all who were able to 
understand. 3 He read it aloud from daybreak till noon as he faced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in the presence of the men, women and others who could understand. 
And all the people listened attentively to the Book of the Law. Nehemiah 8:2-3 NIV 
7 The Levites—Jeshua, Bani, Sherebiah, Jamin, Akkub, Shabbethai, Hodiah, Maaseiah, 
Kelita, Azariah, Jozabad, Hanan and Pelaiah—instructed the people in the Law while the 
people were standing there. 8 They rea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God, making it 
clear and giving the meaning so that the people understood what was being read. 
Nehemiah 8:7-8 NIV 

Be expectant for God’s Word to bring ____________________ 
Then Nehemiah the governor, Ezra the priest and teacher of the Law, and the Levites 
who were instructing the people said to them all, “This day is holy to the Lord your 
God. Do not mourn or weep.” For all the people had been weeping as they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Law. Nehemiah 8:9 NIV 

Be intent on sharing the _______________  __________in God’s Word 
10 Nehemiah said, “Go and enjoy choice food and sweet drinks, and send some to those 
who have nothing prepared. This day is holy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11 The Levites calmed all the people, saying, “Be still, for this 
is a holy day. Do not grieve.” 12 Then all the people went away to eat and drink, to send 
portions of food and to celebrate with great joy, because they now understood the 
words that had been made known to them. Nehemiah 8:10-12 NIV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ESV 
From the days of Joshua son of Nun until that day, the Israelites had not celebrated it 
like this. And their joy was very great. Nehemiah 8:17b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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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느헤미야 2:18 

하나남의 말씀으로 건축하세요 

하나님의 말슴에 _______________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 달라고 하였다. 느헤미야 8:1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 7:10  

하나님의 말씀을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준비를 하세요 
2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3 
그 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
의 깊게 들었다. 느헤미야 8:2-3 
7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 사람 예수아, 바니, 세레뱌, 야민, 악굽, 사브대, 호디야, 마아
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8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
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느헤미야 8:7-8  

하나님의 말씀이 __________을 가져다 주실것을 기대하세요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느헤미야 8:9  

하나님의 말씀으로 __________을 전하는데 집중하세요 
10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
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11 그리고 레위 사람
들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자 12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
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
달았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 8:10-12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
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8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느헤미야 8: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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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kel Activity: 
1. Read Nehemiah 8:1-8 again. Draw any part of what you read and title your 

drawing. 
2. Send it to nextgen@thenations.asia . 

Communion: 
6 For while we were still helpless, at the right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7 For 
one will hardly die for a righteous person; though perhaps for the good person 
someone would even dare to die. 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9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10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11 And not only this, but we 
also celebrat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the reconciliation. Romans 5:6-11 NASB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en did God’s Word first come alive for you? 

2. How did God use Nehemiah 8 to minister to you today? 

3. Pray that God will bring people who are hungry for truth to us. 
Pray that we will be spiritually aware when God brings such people into our lives. 
Pray that God will use us to speak and help people understand His Word. 

Arise & Build: Nehemiah
Pastor Young-Ho Pak: Sunday, 6th June 2021

쉐켈 활동: 
1. 느헤미아 8:1-8을 다시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의 일부를 그리고 그림에 제목을 붙이세요. 
2. nextgen@thenations.asia로 보내주세요. 

성찬식: 
6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7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
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
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11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6-11 

교제와 기도: 
1.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처음 느끼셨을때가 언제인가요? 

2. 느헤미아 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3.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들을 우리의 삶가운데 보내주셨을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
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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