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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 Build: Nehemiah
Pastor Young-Ho Pak: Sunday,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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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Living 
Make _______________ decisions 
1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same month, the Israelites gathered together, 
fasting and wearing sackcloth and putting dust on their heads. 2 Those of Israelite 
descent had separated themselves from all foreigners. Nehemiah 9:1-2a NIV 
You shall be holy to me, for I the LORD am holy and have separated you from the 
peoples, that you should be mine. Leviticus 20:26 ESV 

Immerse yourself in __________  __________ 
They stood where they were and rea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their God 
for a quarter of the day, Nehemiah 9:3a NIV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NIV 

_______________ your sins as you worship God 
and spent another quarter in confession and in worshiping the Lord their God. 
Nehemiah 9:3b NIV 
They stood in their places and confessed their sins and the sins of their ancestors. 
Nehemiah 9:2b NIV 
You alone are the Lord. You made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and all their 
starry host, the earth and all that is on it, the seas and all that is in them. You give life 
to everything, and the multitudes of heaven worship you. Nehemiah 9:6 NIV 
They refused to listen and did not remember your wonders you performed among 
them. They became stiff-necked and appointed a leader to return to their slavery in 
Egypt. Nehemiah 9:17a NIV 

Put your faith in God’s ____________________ 
17b But you are a forgiving God,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faithful love, and you did not abandon them. 18 Even after they had cast 
an image of a calf for themselves and said, “This is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and they had committed terrible blasphemies, 19 you did not abandon them in 
the wilderness because of your great compassion. During the day the pillar of cloud 
never turned away from them, guiding them on their journey. And during the night the 
pillar of fire illuminated the way they should go. Nehemiah 9:17b-19 NIV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2 Timothy 2:13 
N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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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삶으로 건축하라 
_______________ 결정을 하라 
1 그 달 스무나흗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헤미야 9:1-2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
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26 

__________  __________에 몰입하라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느헤미야 9:3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당신의 죄들을 _______________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느헤미야 9:3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헤미야 9:2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6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
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17 

하나님의 _______________에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라 
17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
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
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느헤미야 9:17b-19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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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en was a time that God revealed His faithfulness to you even though you 

weren’t very faithful to Him? 

2. What is one area of your life that you feel the weakest in right now? 

3. Pray for each other and declare the truths that God put on your hearts from your 
discussio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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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기도제목: 

1. 당신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실함을 보이신 적이 
언제인가요? 

2.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3. 함께 토의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내시는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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