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0

Through the Bible #30

느헤미야 1~13, 에스더 1~10 (2014. 7. 27. ~ 8. 2.)

Nehemiah 1~13, Esther 1~10 (2014 week #30)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을 중건하기를
청할 때 왕의 삼림감독은 누구였나요?
⑵ 성을 세울 때, 골짜기 문은 누가 사노아 주민과
함께 세웠나요?
⑶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헤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
내어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나요?
⑷ 예루살렘 성벽 역사는 몇 일만에 끝났나요?
⑸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
을 읽은 곳은 수문 앞 광장이다. 맞다□ 틀리다□
⑹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죄를 범한 유다 사람
들을 책망하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어떤 왕의
범죄를 언급했나요?
⑺ 왕후의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왕 앞
으로 나오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따르지 않
았던 왕후는?
⑻ 에스더가 후궁의 처소로 갈 때 함께 간 궁녀는
몇 명이었나요?
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은 얼마를 주겠
다고 했나요?
⑽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는 몇 개의 지방으로 이루
어져 있었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Question

Answer

⑴ When Nehemiah asked King Artaxerxes to rebuild
the city of Jesusalem, who was the keeper of the
king's forest?
⑵ Who repaired the Valley Gate with the residents of
Zanoah?
⑶ Sanballat schemed to harm Nehemiah and sent
him message to meet together in the village on
which plain?
⑷ How many days did it take the wall of Jerusalem
to be rebuilt?
⑸ True/False: Ezra the scribe rea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God before the Water Gate.
⑹ When Nehemiah rebuked men of Judah for being
unfaithful to God by marrying foreign women,
which Israel king's sin did he mention?
⑺ Name the queen who refused to obey the
command of King Xerxes to come before him to
display her beauty.
⑻ How many maids were assigned to Esther when
she was moving into the best place in the harem?
⑼ How many talents of silver did Haman offer to
King Xerxes to destroy all the Jews?
⑽ How many provinces were there in the kingdom of
Xerxes?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점수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