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9

Through the Bible #29

역대하 26 ~ 36, 에스라 1 ~ 10 (2014. 7. 20. ~ 7. 26. )

2 Chronicles 26 ~ 36, Ezra 1 ~ 10 (2014 week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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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문둥병으로 죽게 된 유다 왕은?
⑵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아
니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유다의 왕은?
⑶ 히스기야는 어디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
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나요?
⑷ 유다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은 바벨론 왕은?
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누구
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요?
⑹ 바사 왕 고레스는 누구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나요?
⑺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 외 백성에게 조
서를 내려 그들로 유다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
하여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그치게 한 왕은?
⑻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두 선지자의 이름은?
⑼ 두 선지자의 예언에 응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났던 두 사람은?
⑽ 이방여인들과 결혼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Question
⑴ Which king of Judah did what was righ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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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of the LORD at first but later became
prideful and unfaithful and died of leprosy?
Which king of Judah prayed to the LORD for his
people who did not purify themselves for Passover?
King Hezekiah blocked the upper outlet of which
spring and channeled the water down to the
west side of the City of David?
Who was the king of Babylon who brought
Jehoiachin, king of Judah, to Babylon and made
Jehoiachin's uncle, Zedekiah, king of Judah?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whose heart did the LORD move to
make a proclamation and put it in writing to
build a temple for the LORD at Jerusalem?
King Cyrus ended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had the articles belonging to the temple of the
LORD counted out to Sheshbazzar the prince of
Judah. Who did Cyrus ask to do this work?

⑺ Which king issued an order to Rehum and
Shimshai the secretary and their associates, so
that they compel the Jews in Jerusalem by force
to stop rebuilding the city of Jerusalem?
⑻ Name 2 prophets who prophesied to the Jews to
rebuild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⑼ Who were 2 people who responded to the 2
prophets' prophesies and set to work to rebuild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⑽ Who said "there is still hope" to Ezra who was
praying and confessing, weeping and throwing
himself down before the house of God because
of the Israelites' sins of marrying foreign women?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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