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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언제 어디에서인가?
#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한 일은 무엇인가?

#

느헤미야의 직분은 무엇이었나?

2. 언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서 예루살렘 방문을 허락받는가? (2장)
#

아닥사스다왕은 느헤미아의 얼굴의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는가?

#

아닥사스다왕에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 주기를 구하는가?

#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왕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모함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3.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효과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3장)
#

베나민과 학숩, 그리고 마문 위 부터는 제사장들이 어떤 부분을 중수했는가?

4. 다음은 누구의 말인가? (4장)
#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______________

#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______________
#

성벽이 절반쯤 올라갔을 때에 방해하러 힘을 모은 사람들은?

#

느헤미아는 원수들의 공격에 방비하기 위해서 방어하면서 성벽쌓는 일을 동시에 한다. 성을 건축

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들이 양손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밤낮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5.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때문에 크게 노하여 귀인과 민장을 꾸짖은 이유는 무엇인가?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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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헤미야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중 2가지를 써보라.

6.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 또 다른 위기가 온다. 이번에는 유인책으로 보이는 음모이다. 산발
랏과 그 무리가 요구한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려는 의도이었나? (6장)

#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몇번이나 보내면서 끈질기게 압력을 넣었나?

#

산발랏이 다섯째 편지를 통해서 소문을 퍼지게 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 하여 곤경에 빠지

게 할 목적으로 어떤 상태로 편지를 보내는가?
#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여서 느헤미아로 위험을 피하여 하나님의 전 외소로 피하라

고 거짓예언을 한 자는?
#

모든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건축의 역사는 놀랍게 빨리 끝나는데 며칠만에 끝나는

가?
7.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ㄹ은 누구인가? (7장)
#

하나냐의 신앙은 어떠한가? (7장)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몇명인가? (7장)

8. 이스라엘 자손이 수만 앞 광장에서의 부흥은 누구에 의하여 주도되며 무엇을 읽음으로 잃어난 부
흥의 역사인가? (8장)
#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8장)

#

에스라가 어떻게 할 때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울었는가? (8장)

#

수문 앞 광장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달은? 그리고 무슨 절기를 지켰는가? (8장)

9. 온갖 고난 끝에 성벽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흥을 주신다. 이들은 다 모여 금식하
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한 일은? (9장)
#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인가?

#

은혜가 되는 회개의 기도문을 써보자.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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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무엇을 했는가? (9장)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한 10:39을 써 보자.

11.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빌었는가? (11장)
12. 느헤미아는 성벽을 봉헌한다. 그리고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인
가? (12장)
#

스룹바벨과 느혜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한 일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2장)
13. 느헤미야의 개혁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회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13장)
#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들어준 악한 자는 누구인가?

#

느헤미야가 민장을 꾸짖은 까닭은 무엇인가?

#

느헤미야는 개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의 기도를 써보자.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