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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 Build: Nehemiah
Pastor Young-Ho Pak: Sunday, 2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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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s of Spiritual Passion 

What else have you made room to _______________? 
4 Now before this, Eliashib the priest, who was appointed over the chambers of the 
house of our God, and who was related to Tobiah, 5 prepared for Tobiah a large 
chamber where they had previously put the grain offering, the frankincense, the 
vessels, and the tithes of grain, wine, and oil, which were given by commandment to 
the Levites, singers, and gatekeepers, and the contributions for the priests. Nehemiah 
13:4-5 ESV 
23 Search me, God, and know my heart; test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s. 24 See 
if there is any offensive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Psalm 139:23-24 
NIV 

Are you ____________________ what God has given you? 
10 I also found out that the portions of the Levites had not been given to them, so that 
the Levites and the singers, who did the work, had fled each to his field. 11 So I 
confronted the officials and said, “Why is the house of God forsaken?” And I gathered 
them together and set them in their stations. Nehemiah 13:10-11 CSB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21 ESV 

Have you kept _______________ what God has made holy? 
17 Then I confronted the nobles of Judah and said to them, “What is this evil thing that 
you are doing, profaning the Sabbath day? 18 Did not your fathers act in this way, and 
did not our God bring all this disaster on us and on this city? Now you are bringing 
more wrath on Israel by profaning the Sabbath.” Nehemiah 13:17-18 ESV 
For God has not called us to impurity, but to holiness. 1 Thessalonians 4:7 BSB 

Can the world distinguish your _______________? 
23 In those days also I saw the Jews who had married women of Ashdod, Ammon, and 
Moab. 24 And half of their children spoke the language of Ashdod, and they could not 
speak the language of Judah, but only the language of each people. Nehemiah 13:23-24 
ESV 
5 They are from the world. Therefore what they say is from the world,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6 We are from God. Anyone who knows God listens to us; anyone who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This is how we know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deception. 1 John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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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열정을 잃음 

당신은 어떤 다른 __________할 기회를 만드셨습니까?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 13:4-5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23-24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의 ____________________을 하십니까?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
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 13:10-1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1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_______________하게 유지 하십니까? 
17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
하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
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 13:17-18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7 

세상이 당신의 __________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23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 13:23-24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
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
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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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can we learn from how Nehemiah ministered as God’s people’s waned in 

their passion for God? 

2. Which question in today’s message challenged you the most? 

3. Read 2 Timothy 4:2-5 and pray the truths of this Scriptur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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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해졌을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통해 우
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2.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질문이 가장 당신에게 도전이 되셨습니까? 

3.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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