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 1장  바사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돌아온 자는 누구?  

   1) 에스라       2) 세스바살      3) 느헤미야       4) 모르드개  

    

스 2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 973 명          2) 1,247 명       3) 42,360 명        4) 7,337 명 

                                

스 3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언제부터 비로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까?   

    

스 4장  아닥사스다 앙에게 글을 올려 성전 건축을 방해한 방백은 누구입니 

   까? 

   1) 심새         2) 르훔            3) 므레못           4) 엘리아십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중지시킨 바사 왕은 누구입니까? 

   1) 고레스       2) 다리오          3) 아하수에로       4) 아닥사스다   

    

스 5장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바사 총독은 

   누구입니까? 

   1) 세스바살     2) 학개       3) 닷드내       4) 스가랴   

                

스 6장  성전 건축을 중지하는 아닥사스다왕의 조서를 철회하고 고레스의 

   조서를 근거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바사왕의 이름은? 

   1) 아하수에로       2) 다리오        3) 벨사살        4) 캄비네스   

    

  유다의 성전 건축을 지도한 자가 아닌 사람은? 

   1) 닷드내           2) 학개            3) 스가랴           4) 에스라 

 

스 7장  제 2차 유대인 본국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1) 유다             2) 레위             3) 에브라임          4) 납달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걸린 긴간은? 

   1) 3 개월             2) 4 개월             3) 5 개월            4) 6 개월  

    

스 8장  에스라가 무리들을 아하와로 강가에 불러 모았을 때 어느 자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위험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위험한 일은 무엇입니

   까? 

 

스 9장  에스라가 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까? 

   1) 에스라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2)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모자랐으므로 

   3)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었으므로 

   4)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갔으므로  

스 10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사는 것을 조사하여 밝히는

   데 걸린 기간은 얼마입니까?  

   1)  2 개월          2) 3 개월           3) 4 개월         4) 5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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