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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15회)                       2021년 4월 11일

< 느헤미야 1장 ~ 6장 >                                      이  름:

1. 유다에서 온 하나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떻다고 전했나요? (느1:       ) 

     

2. 그때에 느헤미야는 바사(페르시야)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나요? (느1:       )

3.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에게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느2:        ) 

4. 느헤미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하자 대적들이 비웃으며 하는 말이 

  무엇이었나요? (느2:       )
   

5.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과 성벽은 어디인가요? (느3:       )

6. 암몬 사람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슨 말로 비웃었나요? (느4:       )

7.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17절 말씀을 적어보세요. (느4:      )

   

8.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의 이유를 7절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느5:       )

9. 느헤미야가 매일 150명 이상의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였어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느5:       )

10.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느헤미야에게 무얼 권했나요? (느6:       )     

   

11.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나요? (느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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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16회)                       2021년 4월 18일

< 느헤미야 7장 ~ 13장 >                                      이  름:

1.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느7:        )  

2.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는 규정을 어떻게 정해주었나요? (느7:        )

3.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타일렀나요? (느8:       )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            )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                )이 너희의 

  (      )이니라” 

4.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공부하다가 무슨 절기를 지켜야함을 

  깨달았나요? (느8:       )

  ① 유월절           ② 칠칠절               ③ 초막절              ④ 부림절

5. 그달(일곱째 달) 스무나흗 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모습으로 모여서 죄를 자복했나요? (느9:        ) 

6. 백성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여호와께 무엇을 맹세했나요? (느10:        )

   

7.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 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느11:      )

  1) 백성의 _____________들                    

  2) 남은 백성 중 제비 뽑힌 ________________의 백성들

  3) 거주하기를 __________________ 모든 자

8. 12장 1절-26절 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              )들과

  (                  )들의 이름이다 (느12:        )  

9.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면서 어느 왕의 예를 들었나요? (느13:        )

   

< 에스더 1장 ~ 2장 >

10. 왕후 와스디가 거역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에1:       )         

11. 모르드개가 알아내어 왕후 에스더에게 알린 음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에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