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라
EZRA
소개 및 배경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Joyful Life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책은
70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는 지친 망명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에스라서입니다. 고레스왕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법령을 선포했을 때 2 백만 명의 유대인 망명자들 중 약 오만명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과 함께 귀환할 것을 자원했습니다.
Welcome to the Joyful Life Bible Study! The first book we will be studying this year is
Ezra, which chronicles the plight of weary exiles returning from Babylon to their
homeland after 70 years in captivity. When Cyrus issued a decree allowing the Jews to
return to Jerusalem, about 50,000 of the 2,000,000 Jewish exiles volunteered to return with
Zerubabbel and Jeshua the priest.
그들의 갈망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며 무너진 성벽을 건축
하는 것이었습니다. 500 마일의 여행 후 지친 순례자들은 그들의 본국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온 도시는 깨진 돌무더기들로 덮여 있었으
며, 재건하려는 모든 노력은 지연과 방해와 반대세력과 낙심으로 좌절 되었습니다.
Their hope was to rebuild the temple of the Lord, restore the city of Jerusalem and raise
the fallen walls. After a journey of 500 miles, the fatigued pilgrims arrived at their
homeland. Jerusalem was in ruins. The walls were broken down, enormous piles of
rubble covered the entire city, and all efforts toward rebuilding were thwarted with
delays, obstacles, opposition and discouragement.
이러한 환경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복구키 위해 곤궁, 지연, 돌무더기들, 적대감, 분열, 침울함을 이기셨습니다.
It is in these circumstances God moves. He overcame impoverishment, delays, rubble,
antagonism, division and weariness to rebuild and re-establish His temple in Jerusalem.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분의 전을 건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들 망명자들
처럼 아마 당신도 실망된 기대들과 반대세력에 직면한 경험을 했을 것이고, 당신이
안전과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던 곳이 깨어지고 황폐 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천 오백년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영광을 경험 하십시오!
God desires to build His temple within you, but perhaps like these exiles you have had
disappointed expectations, faced opposition and found ruins and rubble where you hoped
for security and new beginnings. God will overcome these obstacles in your life even as
He did in Jerusalem 2,500 years ago. Come and experience the glory of what God alone
can do!

...

...
. . . The Lord made them joyful . . .
에스라 6:22b Ezra 6: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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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서에 대한 배경
BACKGROUND TO EZRA
저자 AUTHOR:
•

제사장 에스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함. Ezra, the priest, wrote both Ezra and Nehemiah

•
•

그의 이름은
라는 뜻임. His name means God helps
제사장 아론의 자손.
Descendant of Aaron, the priest
본서에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목격자. An eyewitness to the latter events in these chapter
느헤미야와 동연대.
Contemporary of Nehemiah

•

중요한 인물들
인물들 SIGNIFICANT CHARACTERS:
•
•
•

바사 지도자들; 고레스,아닥사스다,다리오 Persian Leaders: Cyrus, Artaxerxes, Darius
유대 지도자들; 예수아,스룹바벨(세스바살)Jewish Leaders: Jeshua, Zerubbabel (Sheshbazzar)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The Prophets: Haggai, Zechariah

기록 연대
•

에스라는 5 세기경, 주전 456-444 년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봄.
Ezra was written sometime in the fifth century, possibly between 456 B.C. and 444 B.C.

세계 동향
•
•
•

DATE OF WRITING:

WORLD MOVEMENTS: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B.C.560-480 년
중국에서는 공자 B.C.551-479 년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B.C.470-399 년

역사적 배경

Gautama Buddha 560-480 B.C. in India
Confucius 551-479 B.C. in China
Socrates 470-399 B.C. in Greece

HISTORICAL BACKGROUND:

•

에스라는 B.C.536-516 년경과 약 58 년후인 B.C.457-432 년경에 두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
Ezra recorded the account of two separate returns to
Jerusalem, circa 536-516 B.C. and 457-432 B.C., with approximately 58 years in between.

•

유대인들은 황폐한 그들의 조국을 떠나 바벨론에서 70 년간 포로로 살았습니다. 주전 539
년에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후 B.C. 538 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위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포했습니다. 처음에 약 오만명의 유대
인들이 반응하여 스룹바벨과 함께 재건을 시작키 위해 귀환했습니다. B.C.457 년에 에스라가
재건을 돕기 위해 약 이천명과 함께 뒤따랐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인솔되어진 망명자들의
세번 째 그룹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키 위해 B.C.444 년에 귀환했습니다.
For 70 years the Jews had been in captivity in Babylon leaving their homeland mostly desolate.
In 539 B.C. the Persians conquered Babylon. Then in 538 B.C. Cyrus, the king of Persia, made a
decree allowing the Jews to return to Jerusalem to rebuild their temple. About 50,000 Jews
initially responded and returned with Zerubbabel to begin reconstruction. In 457 B.C. Ezra
followed with about 2,000 more to aid in the rebuilding. The third group of exiles, led by
Nehemiah, returned in 444 B.C.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있습니다.
Ezra and Nehemiah are one book in the Hebrew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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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목적

PURPOSE FOR WRITING:

•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로부터 유대인들의 귀환의 역사를 기록키 위해
To document the history of the return of the Jews from captivity in Babylon

•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전의 재건과 유대인들의 본국에서의 국민 생활의 재정착에 대한
기록을 보고키 위해.
To give an account of the rebuilding of the Jewish temple in
Jerusalem and the resettlement of the Jews national life into their homeland

•

성전 의식들의 재확립을 기록키 위해
To record the re-establishment of the temple observances

주요 성구
•
•
•
•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

KEY SCRIPTURES:
3:11 절
6:22 절
7:10 절
7:28b 절

Ezra 3:11
Ezra 6:22
Ezra 7:10
Ezra 7:28b

제 1 일 ; 에스라는 누구였습니까?
FIRST DAY: Who was Ezra?
1. 저자의 인격과 배경을 아는 것은 그가 쓴 책에 대한 이해력을 한층 더 해줍니다. 주어진 성
경 구절을 사용하여 에스라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Knowing the personality
and background of an author can add great understanding to a book.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concerning Ezra using the scriptures given:
a. 에스라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스라 7;6a 절

b. 에스라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7;6a 절
c.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7;10 절

Where was Ezra from? Ezra 7:6a

What was Ezra’s occupation? Ezra 7:6a
What did Ezra do? Ezra 7:10

d. 에스라는 시련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에스라 8;21,9;5 절
How did Ezra handle trials? Ezra 8:21,9:5
e. 에스라는 회중들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8;2-6 절
What did Ezra do in the assembly of the people? Nehemiah 8:2-6

2. 당신이 조사한 위의 자료를 가지고 에스라에 대한 인물 단평을 쓰십시오.
Using the above information you gleaned, write a short profile of Ezra.
3. 어떤 면으로 에스라가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In what way is Ezra an example to you?

…
For Ezra had prepared his heart to seek the Law of the LORD, and to do it . . .
에스라 Ezra 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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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에스라의 추가의 배경을 위해 역대하 36;9-21 절과 예레미야 29;3-14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I Chronicles 36:9-21 and Jeremiah 29:3-14 for additional background to Ezra
1.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6;18,19 절
What happened to Jerusalem? II Chronicles 36:18,19

a. 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까? 역대하 36;17 절
Who destroyed Jerusalem? II Chronicles 36:17

b. 예루살렘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역대하 36;14-16 절
Why was Jerusalem destroyed? II Chronicles 36:14-16

3.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6;17,20 절
What happened to the Jews? II Chronicles 36:17,20

4.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시를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9;1-7 절
What instruction did God give the Jews in Babylon? Jeremiah 29:1-7

a.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아 29;10,11 절
What promise did God give them? Jeremiah 29:10,11

(1.)

에스라 1;1 절과 역대하 36;21 절에 있는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당신에게 영감을
줍니까? How does th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found in Ezra 1:1 and II Chronicles
36:21 inspire you?

제 3 일 ; 서문을 복습하십시오.
THIRD DAY: Review the Introduction
1. 에스라서를 공부하는데 대해 당신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What excites you most about studying the book of Ez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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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라비안 사막을 건너는 망명자들의 여정을 지도에서 보십시오.
Trace on the map the journey of the exiles across the Arabian Desert from Babylon to Jerusalem

3. 이 유대 순례자들 중 한 사람의 먼지 투성이 샌달을 신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당신의 반응을 묘사하십시오. Walk in the dusty sandals of one of these Jewish pilgrims and
describe your reaction upon arriving at Jerusalem.
4. 예레미아 29;11 절을 여기 쓰십시오.
Write Jeremiah 29:11 here.
a. 이 약속이 완전한 낙담으로부터 저들을 어떻게 지켜주었겠습니까?
How might this promise have kept them from outright discouragement?
b. 이 약속이 완전한 낙담으로부터 당신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How does this promise keep you from outright discouragement?

제 4 일 ; 배경을 복습하십시오.
FOURTH DAY: Background Review
1. 에스라의 어떤 인격이 당신의 관심을 가장 자극시킵니까?
Which character in Ezra piques your interest the most?
a. 왜 그렇습니까?
Why?
선택 : 당신이 택한 인격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하십시오.
Optional: Research and report on the character you c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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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What do you find significant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3.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흥미롭습니까?
What interests you most about the purpose of the book of Ezra?
5. 당신이 좋아하는 주요 구절을 적으십시오.
Write your favorite key scripture.
a. 무엇이 당신의 선택에 영향를 끼쳤는지 간단히 나누십시오.
Briefly share what influenced your choice.

제 5 일 ; 개인적인 반응; 에스라 7;10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Personal Response: Read Ezra 7:10
1. 올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당신의 심령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What do you desire the Lord to do in your heart this year through the study of His Word?

2. 에스라는
. 올해 당신은 주님을 찾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Ezra prepared his heart to seek the Law of the
LORD. How will you prepare your heart this year to seek the Lord?

제 6 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다음에 관하여 복습하고 설명하십시오.
Review and comment on the following:
a. 에스라
Ezra
b.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The truth of God’s Word
c. 하나님의 약속의 실재
The reality of God’s promises
2. 이 첫번째 공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적으면서 끝내십시오. Close this first lesson by writing a prayer asking God to
work in your heart this year through His Word.

.
There has not failed one word of all His good promise, which He promised . . .
열왕기상 I Kings 8: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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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1,2 장
EZRA Chapters 1 and 2
Lesson 2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당신은 어떻게 에스라를 공부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습니까?
How have you been inspired to study Ezra?

2.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노골적인 반항으로 인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 년 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키 위해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
습니다 (예레미야 29:10).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70 년간의 포로생활 후에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그들의 조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1-3 절은 역대하의
마지막 두 구절과 똑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격려가 됩니까?
God keeps His promises! As the people were going into captivity because of blatant rebellion against
God, He gave His people a promise through the prophet Jeremiah. God said that after 70 years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to rebuild the city (Jeremiah 29:10). Though the people had turned
from God, God never turned from His people. True to His Word, after 70 years of captivity in
Babylon, the Jews were released by a proclamation of Cyru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Ezra 1:1-3
reads exactly the same as the last two verses of II Chronicles, reminding us that God keeps His Word!
In what way are you encouraged that God keeps His promises?

3. 성경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의로운 역사와 말씀
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줍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
시오. It is always good to begin the study of the Bible with prayer. Prayer opens minds and hearts
to the wonder of God’s work and Word. Take a moment to pray before beginning your lesson.

..

..
…that the word of the LORD
by the mouth of Jeremiah might be fulfilled…
에스라 Ezra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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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에스라 1:1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zra 1:1
1. 유다가 포로 되기 100 년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을 해방할 사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28 절과 45:1-5, 13 절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One hundred years before the captivity of Judah, God through the prophet Isaiah, named the
liberator of the Jews. According to Isaiah 44:28 and 45:1-5, 13 what was his name?
a. 그 사람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것을 예언했습니까?
What else did Isaiah prophesy about him?

2. 에스라 1:1 절을 사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십시오.
Use Ezra 1:1 to describe what happened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a. 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To whom was this proclamation delivered?
b. 이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습니까?
How was this proclamation a fulfillment of Isaiah’s prophecy?
3. 역대하 36:21,22 절과 에스라 1:1 절을 비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
니까?
Compare II Chronicles 36:21,22 and Ezra 1:1. How did God use Jeremiah?

a. 에스라 1:1 절에서 성취되었던 예레미야 29:10 절의 예언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prophecy from Jeremiah 29:10 that was fulfilled in Ezra 1:1.

b.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의 말씀을 어떤 면으로 성취하셨습니까?
In what way has God fulfilled His Word to you?
4.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취키위해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How did God move upon Cyrus to fulfill His Word?
a.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기위해 다니엘서 2:21 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Read Daniel 2:21 to observe how God used Cyrus. What do you see?

b.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이 됩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God’s involvement in your life?

5. 70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당신이 이제 자유로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Imagine being in captivity for 70 years and suddenly being
told you could go free.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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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에스라 1:2-4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zra 1:2-4
1. 고레스 왕은 그의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스라 1:2 절
What did Cyrus say about God in his proclamation? Ezra 1:2
a. 잠언 21:1 절을 에스라 1:2 절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Connect Proverbs 21:1 with Ezra 1:2. What do you see?
b.

2.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당신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디모데전서 2:1-4 절을
보십시오. How does this encourage you to pray for political leaders? See I Timothy 2:1-4.

에 관하여 에스라서에 8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이 칭호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The reference to the God of
heaven is found eight times in the book of Ezra. How significant might this title have been to those
surrounded by people who worshiped many gods?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a. 이사야 46:9-11 에서
What does the God of heaven declare about Himself in Isaiah 46:9-11?
b. 당신은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What do you believe about the God of heaven?

3. 에스라 1:3a 절에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한 초청을 쓰십시오.
Print the invitation Cyrus offered to the Jews from Ezra 1:3a.
a. 출애굽기 33:14,15 절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하십시오.
May his God be with him. Comment on this.

는 고레스 왕의 말과 결부하여
Link Exodus 33:14,15 with Cyrus’ words,

4. 고레스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에스라 1:3b 절
What did Cyrus want the returning Jews to do? Ezra 1:3b
a.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 필요한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까?
What did Cyrus recognize about God that made this undertaking essential?
5. 에스라 1:4 절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According to Ezra 1:4 Cyrus also had an order for the Jews who
remained in Babylon. What were they to do?
a.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사람들
이 선교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
들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Those who could not return were able to aid those who could.
In the same way, not everyone is called to the mission field. How can those who are not called
be a blessing to those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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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에스라 1:5-11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zra 1:5-11
1. 언제 이
내려졌으며 누가 반응했습니까? 에스라 1;5a 절
When the proclamation was given, who responded? Ezra 1:5a
a. 그들은 왜 반응했습니까?

Why did they respond?

b. 이 개념을 빌립보서 2:13 절에 적용하십시오.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Apply this concept to Philippians 2:13. Share your thoughts.
c. 돌아가기로 정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1;5b 절
What was the purpose of those who chose to return? Ezra 1:5b
2.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1;6 절
What did all those around them do? Ezra 1:6
a.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이 왜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Why would this have been an encouragement to those returning?
b. 귀환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대해 말하십시오.
Comment on the articles that were given to the returnees.
c.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주었습니까?
With what attitude did the people give?

3. 고레스 왕이 개인적으로 이 계획에 어떻게 관련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에스라 1:7,8 절
Describe how Cyrus was personally involved with this project. Ezra 1:7,8
스룹바벨의 바벨론 이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
4. 세스바살은
으로 유다의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2 절에서 예수님의 왕족 혈통에서 그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Sheshbazzar was the Babylonian name for Zerubbabel, prince of
Judah. Zerubbabel was a direct descendant of King David and heir to the throne of Judah. Find his
name in the royal lineage of Jesus in Matthew 1:12. What do you see?
a.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에스라 1:8-11 절
What was entrusted to Zerubbabel? Ezra 1:8-11
5. 골로새서 1:13,14 절을 사용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포로생활에서 인도해낸 다윗
의 자손 스룹바벨을 비교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것을 적으십시오.
Use Colossians 1:13,14 to
compare Jesus the Son of David, to Zerubbabel, a son of David who led the Jews out of captivity.
Note your findings.

a.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속박에서 어떻게 구해내셨습니까?
How did Jesus deliver you from captivity?
4

제 5 일: 에스라 2 장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zra 2
1. 에스라 2 장은 유다로 1 차 귀환한 가족들의 명단입니다. 이 장을 1 절과 59-70 절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각자의 보조에 맞춰 읽으십시오. 에스라 2:1 절에서 이 지원자들의 내력을 보고하십
시오.
Ezra 2 is a listing of the families who returned in the first journey back to Judah. Read
this chapter at your own pace, making special note of verses 1 and 59-70. Report the history of these
volunteers from Ezra 2:1?
2. 에스라 2:3-57 절을 시용하여 아래의 빈 칸에 귀환한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십시오.
Use Ezra 2:3-57 to identify those who returned by filling in the blanks below:
a. 3-35 절:바_____자손
verses 3-35: the p _ _ _ _ _
b. 36-39 절: 제______들
verses 36-39: the p _ _ _ _ _ _
c. 40-42 절: 레____사람은 노______ 자들과 문____의 자손들을 포함합니다.
verses 40-42: the L _ _ _ _ _ _ including the s _ _ _ _ _ _, and g _ _ _ _ _ _ _ _ _ _
d. 43-54 절: 느____ 사람,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verses 43-54: the N _ _ _ _ _ _ _ , or temple servants
e. 55-57 절: 솔로몬의 ______ 자손
verses 55-57: the sons of Solomon’s s _ _ _ _ _ _ _
3. 에스라 2:59-63 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problem with those listed in Ezra 2:59-63?
a. 왜 그들 중 몇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었습니까? 62 절
Why were some disqualified from serving as priests? verse 62
b. 비록 이들은 자격을 잃었지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 자격을 얻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5,6 절. Although these families were disqualified, how have you been qualified by Jesus?
See Revelation 1:5,6.
4.

에스라 2:64,65 절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the assembly that returned to Jerusalem using Ezra 2:64,65.
a. 에스라 2:66,67 절에서 당신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을 자세히 추가로 적으십시오.
Note any additional details from Ezra 2:66,67 that intrigue you.

5.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2:68 절
When they came to the house of the LORD what did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do? Ezra 2:68
a.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지침을 사용했습니까? 에스라 2:69 절
What guideline did they use for their giving? Ezra 2:69
b. 고린도후서 8:12 절과 9:7 절에서 헌금에 대해 신약의 가르침을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the New Testament instruction on giving from II Corinthians 8:12 and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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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당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What do you have to give to Jesus?

(에 2;70)였다는 구절을 숙고하십시오. 그전에 포로였던 이들이 그들의 약속된
조국으로 돌아와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Think about this phrase: dwelt in their cities (Ezra 2:70). How do you suppose these former captives
must have felt when they returned to their promised homeland and dwelt in their cities?

제 6 일: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다음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십시오,
Write a brief comment about:
a. 고레스

Cyrus

b. 여호와

The LORD

c. 예언

Prophecy

d. 공포

The proclamation

e.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The remnant who returned to the land of Israel
f.

스룹바벨

Zerubbabel

2. 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봅니까?
Why do suppose the majority of Jews chose not to return?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당신이 받은 혹은 발견한 통찰력을 나누십시오.
Share an insight you received or a discovery you made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
.
.

.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ity of Zion,
We were like those who dream.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And our tongue with singing.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glad.
시편 Psalm 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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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3 장
EZRA Chapter 3
Lesson 3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공부에서나 강의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ministered to you.

2.

유다로 돌아온 후 지도자들은 희생제사를 먼저 드렸고 성전을 재건키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갈망하며 돌아왔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에스라 3 장을 읽고 아래의 구분들에 대한 간단한 요점을 적으십시오.
Upon returning to Judah the leadership initiated the offering of sacrifices and began
preparations for rebuilding the temple. It is significant to understand that those who returned
sincerely desired to follow the Word of the Lord. Read Ezra 3 and write a short summary for the
divisions below:
a. verses 1-3 절
b. verses 4-7 절
c. verses 8-11 절
d. verses 12,13 절

3.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이 갖고 있을 염려들을 기도로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전념
하십시오. Commit your study of God’s Word by writing a prayer expressing any concerns
you might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
. . . And Your word was to me the joy
and rejoicing of my heart . . .
예레미야 Jeremiah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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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에스라 3:1-3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zra 3:1-3
1.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첫 해의
,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3:1 절에서 답하십시오.
The children of Israel had settled in
their cities but in the seventh month of the first year of their return to Jerusalem, what did the
people do? Answer from Ezra 3:1.
a. 어떻게
?
How were the people gathered?
(1.)

성경은 연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33;1 절과 에베소서 4;3 절을 보십
시오.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unity? See Psalm 133:1 and Ephesians 4:3.

(2.)

에베소서 4;4-6 절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까?
According to Ephesians 4:4-6 what unifies us?

2. 에스라 3;2 절에 언급된 지도자들을 밝히기 위해 학개서 1;1 절을 사용하십시오.
Use Haggai 1:1 to identify the leaders mentioned in Ezra 3:2.
a.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these leaders do?
b. 저들은 왜 단을 만들었습니까?
Why did they build?
c.

는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레위기 1;2,3 절)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
되어 조국에서의 재정착을 생각해 볼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가 왜 중대합니까?
The burnt offering was the offering of consecration. (Leviticus 1:2, 3) In light of their release
from captivity and resettlement in the land, why was this sacrifice critical for the Jews?
(1.)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1 절
을 보십시오. How can we offer full consecration to the Lord? See Romans 12:1.

3. 무리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에스라 3;3a 절
Of whom were the people afraid? Ezra 3:3a
a.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3;3b 절
What did they do in response to their fear? Ezra 3:3b
b. 시편 56;3 절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How did David respond to fear in Psalm 56:3?
c. 당신이 두려울 때에 이사야 41;10 절로부터 어떤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When you are afraid what comfort can you glean from Isaiah 41:10?
d. 당신은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합니까?
How do you desire to respond to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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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에스라 3;4-7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zra 3:4-7
1. 에스라 3;4-7 절은 유대인들이 단을 만든 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활동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Ezra 3:4-7 continues to relate what the Jews did after they
rebuilt the altar. Give a brief overview of their actions:
a. 에스라 Ezra 3:4 절
(1.)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40 년간의 여정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왜 이것이 이 순례자들에게도 중요
했겠습니까?
The feast of Tabernacles commemorated God’s provision and
protection when the children of Israel journeyed forty years from Egypt to Israel. Why
would this be significant to these pilgrims also?

b. 에스라 Ezra 3:5 절

(1.)

을
며 그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누가
Who offered the freewill offering and what was their attitude?

c. 에스라 Ezra 3:6 절
d. 에스라 Ezra 3:7 절

2. 에스라 3;6 절에 의하면 무엇이 아직
According to Ezra 3:6 what had not been laid yet?

?

a. 막대한 깨진 돌 무더기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곧 바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4;6,7 절에는 이 일에 관해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Huge piles of rubble prevented the Jews from being able to immediately
begin building the temple. In Zechariah 4:6,7 what promise did the Lord give Zerubbabel
concerning this task?

(1.)

이 약속은 당신의 삶에 있는 도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is promise speak to you about the challenges in your life?

3. 에스라 3;4-7 절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 성전을 재건축 하려는 그들의 갈망과 헌신과
열심에 대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Ezra 3:4-7 speak to you about the
Jews’ desire,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the project of rebuilding the temple, their place of
worship?

a. 왜 예배 장소의 설립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입니까? 히브리서 10;24,25 절
Why is the establishment of a place of worship essential for all believers? Hebrews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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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에스라 3;8-11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zra 3:8-11
1. 에스라 3;8,9 절을 사용하여 아래의 기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기록하십시오.
Using Ezra 3:8,9 discover and note the answer to the following basic questions:
a. 언제?

When?

b. 어디서?

Where?

c. 누가?

Who?

d. 무엇을?

What?

2. 에스라 3;10 절에서
장면을 묘사 하십시오.
Describe the scene when the builders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according to
Ezra 3:10.
3. 에스라 3;11 절에서 전 지대가 놓여졌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From Ezra 3:11 how did the people celebrate when the foundation was laid?
a. 저들의 찬송에 무엇을 포함시켰습니까?
What was included with their singing?
b. 주님께 찬송드리는 것에 대해 아래의 절들이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교훈합니까?
In what way do the following verses minister to you about singing to the Lord:
(1.)

시편 Psalm 7:17 절

(2.)

시편 Psalm 13:6 절

(3.)

시편 Psalm 18:49 절

(4.)

시편 Psalm 21:13 절

(5.)

골로새서 Colossians 3:16 절

4. 에스라 3;11 절에서 그들이
찬송의 가사를 적으십시오.
Print the lyrics of the song they sang from Ezra 3:11.
a. 주님의 어떤 속성이 그들의 찬송에 강조되었습니까?
What attributes of the Lord did their song highlight?
(1.)

이 속성들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더 높이기 위해 시편 107;8 절: 119;68 절과 예레
미야애가 3;22,23 절을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Psalm 107:8;
119:68 and Lamentations 3:22,23 to enhance your appreciation of these attributes. What
do you see?

(2.)

이것들은 어떻게 당신에게 축복이 됩니까?
How do these bless you?
4

5.

어떻게 더욱 더 찬양했습니까? 에스라 3;11c 절
In what further way did all the people celebrate? Ezra 3:11c
a. 고린도전서 3;16 절에 의하면 주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According to I Corinthians 3:16 where is the temple of the Lord now?
b. 에스라 3:11 절로부터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기 위한 한 방법을 택하
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룹과 함께 나누십시오.
From Ezra 3:11 choose
a way to celebrate God's temple in you. Share with your group how you celebrated.

제 5 일; 에스라 3:12,13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zra 3:12,13
1.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첫 성전은 한없는 자재와 십만명이 넘는 장인들로 엄청난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 두번째 전 지대는 빈약한 연장들과 제한된 자원들을 갖고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에 의해 놓여진, 솔로몬 성전의 십분의 일 정도였습니다. 에스라 3;12 절에서 이
?
The first temple, constructed by Solomon, was
지대가 놓여졌을 때 누가
built on a grand scale with lavish materials and over 100,000 craftsmen. The second foundation
was one-tenth the size of Solomon's temple, laid by a company of impoverished Jews with only
beggarly tools and limited resources. From Ezra 3:12 who wept when this foundation was laid?
a. 그들은 왜 울었습니까?
Why did they weep?
b. 학개 2;3 절에 의하면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According to Haggai 2:3 what perspective did the old men have?
(1.)

고린도후서 10;12 절은 비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II Corinthians 10:12 say about comparisons?

(2.)

당신은 비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comparisons?

2. 어떤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까? 에스라 3;12c 절
What other sound was heard? Ezra 3:12c
3. 학개 2;8,9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번째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n Haggai 2:8,9 what did God say about the second temple?
4. 에스라 3:13 절에서 이 군중의 반응들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effect from the crowd's reactions in Ezra 3:13.
a. 당신은 어떤 반응을 택하시겠습니까?
What reaction would you choose?
(1.)

왜그렇습니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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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이번 주 에스라 3 장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아래에 관해 의견을 적으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this week of Ezra 3 write a comment about:
a. 예수아
Jeshua
b. 스룹바벨
Zerubbabel
c. 헌물
The offerings
d. 전 지대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e. 백성들
The people
f.

여호와
The LORD

2. 이번 주 공부로부터 어떤 추가의 통찰력들을 얻었습니까?
What further insights did you gather from your study this week?

…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and loving-kindness endure forever . . .
에스라 Ezra 3:11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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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4,5
4,5 장
EZRA Chapters 4 & 5
Lesson 4
제 1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에스라 3 장에 대한 지난 주 강의나 그룹 나눔 또는 개인적인 공부에서 어떤 생각이나 요점
혹은 실례가 당신에게 계속 남아있습니까?
What thought, point or illustration lingers
with you from last week’s lecture, group discussion or personal study of Ezra 3?

2.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있어서 영적 방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계속 방해를 받거나,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갈망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이 당신을 유혹하는 것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반대세력이 이와 유사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과 손을 작정하자
온갖 방해들이 나타났습니다. 에스라 4,5 장을 읽고 그들이 부닥친 방해와 그에 대응한
방법을 기록하십시오.
Do you ever experience spiritual opposition in your walk with God?
Perhaps you set your heart to pray at a certain time and keep getting interrupted; or when you
desire to obey Jesus, seemingly every temptation in the world presents itself. This is akin to the
opposition the Jews in Jerusalem experienced. After having set their hearts and hands to
rebuilding the temple, all sorts of opposition arose. Read Ezra 4 and 5 and note the opposition
they encountered and the way they responded to it.
a.

에스라 Ezra 4 장

b.

에스라 Ezra 5 장

3.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일뿐만 아니라 방해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이기도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Prayer is not only intimate communication with our
God but also a powerful weapon against opposition. Take a moment now to pray.

...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 . .
에베소서 Ephesians 6: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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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에스라 4:1-5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zra 4:1-5
1.

2.

의
또는 원수들은 많았습니다. 에스라 4:1 절에서 시작하여 느헤미야
과의 여러가지 충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 4:1 절에
마지막 장까지 그들의
있는
은 수년 전 앗수르 왕에 의해 사마리아로 옮겨 살게 했던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결혼하여 나온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혼합된 무리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이라 합니다. 에스라 4:1,2 절에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The adversaries or enemies
of Judah and Benjamin were plentiful. Beginning with Ezra 4:1 to the end of the book of Nehemiah
there is a record of various conflicts with their adversaries. The adversaries of Ezra 4:1 were
descendants from intermarriages between Israelites and foreigners who were brought to
Samaria by the king of Assyria many years earlier. This mixed multitude is identified as
Samaritans. Answer the questions from Ezra 4:1,2:
a.

무엇을
? 에스라 4:1b 절
What had the adversaries heard? Ezra 4:1b

b.

무엇을
원했습니까? 에스라 4:2a 절
What did the adversaries want? Ezra 4:2a

c.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에스라 4:2b 절
What did the adversaries claim? Ezra 4:2b

d.

왜
주장이 거짓이었는지 열왕기하 17:24-41 절에서 요약하십시오.
Use 2 Kings 17:24-41 to summarize why the adversaries’ claim was false.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라 4:3 절
How did Zerubbabel and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respond? Ezra 4:3
a. 이
물리치지 않았다면 어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What danger do you foresee if they had not refused these adversaries?
b. 영적 타협이 왜 위험합니까? 고린도후서 6:14-18 절을 보십시오.
Why is spiritual compromise dangerous? See 2 Corinthians 6:14-18.

c. 마태복음 7:15,16 절에 있는 예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 말합니까?
How does the warning of Jesus in Matthew 7:15,16 speak to this situation?

3.

사용한 추가의 작전을 아래의 절들에서 밝히십시오.
Use the following verses to identify additional tactics used by the adversaries:
a. 에스라 Ezra 4:4 절
b. 에스라 Ezra 4:5a 절
(1.)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방해에 부닥쳤습니까?
What spiritual opposition have you encountered l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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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스라 4:5a 절에 의하면 이 방해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According to Ezra 4:5b how long did the opposition last?
a. 이것은 영적 방해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this tell you about spiritual opposition?
b. 방해로부터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알기위해 아래의 구절들을 사용하십시오.
Employ the scriptures below to understand how to persevere through opposition:
(1.) 여호수아 Joshua 1:9 절
(2.) 로마서 Romans 8:28 절
(3.)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4:16-18 절
(4.)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0:3-5 절
제 3 일: 에스라 4:6-24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zra 4:6-24
1. 에스라 4:6-24 절은 주님의 일에 대적하여 공격한 다른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 공격들은
왔습니다. 에스라 4:6 절에서 언급된 공격을 설명하십시오.
Ezra 4:6-24 cites other
instances of attacks against the Lord’s work. These attacks came in the form of letters. Describe
the attack mentioned in Ezra 4:6.
a. 에스라 4:2 절과 4:6 절에서 언급되었던 공격의 다른 점을 말하십시오.
Comment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tacks mentioned in Ezra 4:2 and Ezra 4:6.
2. 이
바사의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존귀한 저자들의
목록으로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에 대항한 4 개의 고소들을 열거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에
서 그 고소들을 밝히십시오.
The letter was written in Aramaic, the language used by the
Persians for official documents. It began with an auspicious list of the writers then cited four
accusations against the Jews. Use the scriptures below to identify those accusations:
a. 에스라 Ezra 4:12b 절
b. 에스라 Ezra 4:13 절
c. 에스라 Ezra 4:14 절
d. 에스라 Ezra 4:15b,16b 절
3. 에스라 4:17-22 을 사용하여 왕의 대답을 요약하십시오.
Use Ezra 4:17-22 to write a summary of the king’s answer.

4. 에스라 4:23,24 절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십시오.
Describe what happened next from Ezra 4:23,24.
3

5. 에스라 4:6-24 절에 있는 기록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함을
상기시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6:10-18 절을 보십시오.
The record in Ezra 4:6-24 is a reminder to expect opposition
when engaged in the Lord’s work. What instruction is given to us in the New Testament
concerning spiritual warfare? See Ephesians 6:10-18.

a. 당신의 삶 가운데 간혹 그 공격들이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세력에 대항하여
있습니까? In your own life it may seem at times as
if people are to blame for the attacks. Against what forces are you really wrestling?
b. 어떻게 당신은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stand?

제 4 일: 에스라 5:1-5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zra 5:1-5
1. 약 10 년간의 정체기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에게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셨습
니까? 에스라 5:1 절
After about ten years of stagnation what did God prompt Haggai
and Zechariah to do? Ezra 5:1
a. 아래의 절들을 사용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Use the verses below to comment on the prophets’ messages:
(1.) 학개 Haggai 1:(1-6)7,8 절
(2.) 스가랴 Zechariah 4:8-10 절

2. 선지자들의 예언에 누가 먼저 반응했습니까? 에스라 5:2 절과 학개 1:12 절을 보십시오.
Who were the first to respond to the prophets’ messages? See Ezra 5:2 and Haggai 1:12.
a.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they do?

b. 누가 그들을 도왔습니까?

Who helped them?

c.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How do you desire to respond to God’s Word?
3. 그들이 건축하기 시작했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5:3 절
What happened at the same time they began to build? Ezra 5:3
a. 유대인들은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에스라 5:3b,10 절
What were the Jews asked? Ezra 5:3b,10
b. 에스라 5:4 절에서 유대인들의 정중한 대답을 관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Observe the Jews’ respectful reply in Ezra 5:4. What do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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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반대자들이 성공하지 못한 신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5:5a 절
What was the divine reason the opposition was unsuccessful? Ezra 5:5a
a. 그 반대자들이 저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5:5b 절
What was the opposition unable to make them do? Ezra 5:5b
b. 아래의 말씀에서 당신은 어떻게 격려를 받습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the following scriptures:
(1.)

역대하 2 Chronicles 16:9 절

(2.)

시편 Psalm 33:18 절

5.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기회를 활용했고 성전 재건을 지속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들이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The Jews took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hey had and
continued the work of rebuilding the temple. In what way are they an example for you?
a. 고린도전서 15:58 절이 어떻게 당신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합니까?
How does 1 Corinthians 15:58 inspire you to persevere?
제 5 일: 에스라 5:6-17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zra 5:6-17
1. 아래의 절들을 적으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the content of the letter from governor Tattenai, sent to Darius the king by writing
phrases from:
a. 에스라 Ezra 5:8-10 절
b. 에스라 Ezra 5:11-16 절
c. 에스라 Ezra 5:17 절
2.

는 그들의 고백이 이들 유대인들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에스라 5:11 절 What does their declaration, We are the servants of the God of heaven and earth,
reveal about these Jews? Ezra 5:11
a.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greatness of the One they served.
(1.)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그들로 계속 건축토록 격려하겠습니까?
How would this recognition inspire them to keep building?

b. 로마서 1:1a 절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밝혔습니까?
How did Paul, the apostle, identify himself in Romans 1:1a?
c.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Briefly describe the God you serve.
3. 에스라 5:12 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에 대해 어떤 자백을 했습니까?
According to Ezra 5:12 what acknowledgement did these Jews make about why Jerusalem had
f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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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자백이 왜 현명한 것이었습니까? 요한일서 1:9 절을 보십시오.
Why was this acknowledgement wise? See 1 John 1:9.
4. 다리오왕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때론 세상 지도자들에 의해 주님의 일이 도전을 받곤합니다. 디모데전서
2:1,2 절에서 믿는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훈을 적으십시오.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for those who were working on the temple while waiting for King Darius’ reply. There
are times when the Lord’s work is challenged by world authorities. Write the specific
instructions for believers from 1 Timothy 2:1,2.
5.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5:16 절
What did these Jews do while they waited? Ezra 5:16
a. 당신은 기다리는 동안 어떤 긍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What positive things can you do while you wait?
제 6 일: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방해와 당신이 부닥쳤던 영적 방해를 숙고하고 비교하십시오. 아래의
당신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Consider and compare
영역에서
the spiritual opposition you have encountered with the opposition the Jews experienced. How
have you seen the eye of God upon you in the following areas:
a. 속이는 자들 Deceivers
b. 타협 Compromise
c. 방해 Opposition
d. 비난들 Accusations
e. 지연 Delays
f.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g. 영적 활동 Spiritual activity
2. 당신이 방해를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참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를 쓰십시오. Write a prayer asking God to help you recognize and persevere through
opposition.

,
.

.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labor is not in vain in the Lor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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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6 장
EZRA Chapter 6
Lesson 5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에스라 4 장과 5 장의 공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던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r study of Ezra 4 and 5 blessed you.

2.

! 에스라 6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경륜을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 6 장을 하나님의 놀랍운 섭리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읽으십시오.
아래의 각 구분에 제목을 부치십시오. God moves in amazing ways His wonders to perform! In
Ezra Chapter 6 God moved providentially in the heart of a world leader to allow His people to build His
temple. Read Ezra 6 taking special note of God’s amazing and providential work. Write a title for each
section below:
a. 에스라 Ezra 6:1-5 절
b. 에스라 Ezra 6:6-12 절
c. 에스라 Ezra 6:13-18 절
d. 에스라 Ezra 6:19-22 절

3.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Take a moment to pray before starting your lesson.

.
For whatever things were written before
were written for our learning,
that we through the patience and comfort
of the Scriptures might have hope.
로마서 Romans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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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에스라 6:1-5 절을 읽으십시오.
.
SECOND DAY: Read Ezra 6:1-5
1. 에스라 6:1a 절에 의하면
무엇을 했습니까?
According to Ezra 6:1a what did King Darius do?
a. 어디에서
했습니까? 에스라 6:1b 절
Where was the search made? Ezra 6:1b
(1)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6:2 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was the result of the search? Answer from Ezra 6:2

(a.)

고레스의 조서는 B.C.538 년에 쓰여졌고 다리오 왕의 통치는 B.C.521 년에 시
작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 4:24 절에 의하면 성전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찾은 것에
대해 말하십시오.
Remember that Cyrus’ decree was written in 538 B.C. and
Darius’ reign began in 521 B.C. According to Ezra 4:24 the work on the temple ceased
until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Darius. With this in mind, comment on the finding of
this scroll.

2. 다리오 왕에게 보낸 글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자들에 의해 쓰여졌었습니다. 당신은
다리오 왕이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letter sent to
King Darius was written by those in opposition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What do you suppose
caused Darius to search the archives?

3. 아래의 구절들을 완성하면서
조서의 세부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Consider the specifics of King Cyrus’ decree concerning the house of God at
Jerusalem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a. 에스라 6:3b 절: 이 전 곧
Ezra 6:3b: Let the
b. 에스라 6:3c, 4a 절: 지대를
Ezra 6:3c,4a: and let the
c. 에스라 6:4b 절: 그 경비는
Ezra 6:4b: Let the
d. 에스라 6:5a 절: 또
Ezra 6:5a: Also let the
4.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직접 개입하셨거나 혹은 특별히 예비하셨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룹과 간단히 나누도록 준비하십시오. Recall a time when the Lord divinely intervened
and/or made special provision for His work. Be prepared to briefly share this with you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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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에스라 6:6-12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zra 6:6-12
1. 그
발견한 후 다리오 왕은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 그리고 그들의 동료 아바삭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은 어떤 경고들로 시작했습니까? 에스라 6:6c,7a 절
After the discovery of the scroll, King Darius issued a decree to the governor, Tattenai and Shethar-Boznal
and their companions the Persians. With what warnings did he begin? Ezra 6:6c,7a

a. 이 경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How would these warnings serve to protect God’s work?
2. 에스라 6 장에서 주요 구절을 기록하면서 다리오 왕의 명백한 지시를 생각하십시오.
Consider Darius’ clear orders by recording key phrases from Ezra 6:
a. 7b 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erse 7b: let the

.

b. 8 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verse 8: Moreover I issue a decree as to what you shall do for the elders . . . for the building of this
house of God: let the

c. 9 절: 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erse 9: And whatever they need . . . let it
(1.) 에스라 6:10a 절에서 이 수용물들을 주게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Use Ezra 6:10a to identify the reasons for these gifts.
(a.)

다리오 왕은 그들에게 그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에스라 6:10b 절
What did Darius want them to do on his behalf? Ezra 6:10b

3. 에스라 6:11,12 절에서 누구든지 다리오 왕의
반항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각한 경고들과 무서운 결과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십시오.
Compare and contrast from
Ezra 6:11,12 the serious warnings and dire consequences for those who might alter or defy Darius’ edict:
a. 사람들에 의한 형벌–11 절
The penalty by men - verse 11
b. 하나님에 의한 형벌–12 절
The penalty by God - verse 12
(1.)

다리오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What did Darius come to believe about God?

4.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떻게 잠언서 21:1 절을 증명합니까?
How does Darius’ decree verify Proverbs 21:1?
a. 이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면으로 당신에게 격려가 되었습니까?
In what way are you encouraged by God’s ability to move upon this sovereig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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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에스라 6:13-18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zra 6:13-18
1.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자 바사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라 6:13b 절
Once the Persian officials received Darius’ decree how did they react? Ezra 6:13b
2. 에스라 6:14 절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의 성과를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outcome of Darius’ decree from Ezra 6:14.
a.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완성을 돕기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Who did God use to help accomplish this?
b. 이
완성을 스가랴 1:16 절과 결부하여 보십시오.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십시오.
Link this finished work on the temple with Zechariah 1:16. Describe what you see.
c. 학개 2:17,18 절은 성전이 황폐되어있을 동안 백성들이 재정적으로, 식량면에서 그리고
완공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2:19 절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Haggai 2:17,18 revealed that while the temple
sat in ruins, the people suffered financially, provisionally and spiritually. What promise of blessing
did God give the Jews at the completion of the temple in 2:19?
(1.)

마태복음 6:33 절은 이 진리를 어떻게 상세히 설명합니까?
How does Matthew 6:33 amplify this truth?

3. 에스라 6:15 절의 사건에 대한 기적적인 일을 주목하고 의견을 말하십시오.
Note and comment on the miraculous aspect of the events of Ezra 6:15.
4. 에스라 6:16-18 절을 사용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using Ezra 6:16-18:
a. 이 축하 행사에 누가 관련되었습니까? 16a 절
Who was involved in the celebration? verse 16a
b. 그들의 축하 행사는 어떤 감정으로 나타났습니까?16b 절
What emotion characterized their celebration? verse 16b
c. 그들은 어떻게 경축했습니까? 17 절
How did they celebrate? verse 17
d. 어떻게
개입되었습니까? 18 절
How were the priests and Levites involved? verse 18
5. 왜 유대인들이 이 봉헌식을 경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the Jews chose to celebrate this occasion?
a. 당신이 축하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셨습니까?
What has God done in your life that you would like to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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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에스라 6:19-22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zra 6:19-22
1. 성전 완공 후 곧
과
을 지킬 시기였습니다.
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경축하는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왜 이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겠습니까? Shortly after the date the temple was completed, it
was time for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Passover was the Jewish celebration of
God’s deliverance from death and slavery in Egypt. Why would these descendants of the captivity want to
celebrate this feast?
2.

지키기위해 어떻게 그들 자신을 준비하였습니까? 에스라
6:20a 절 How di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prepare themselves to celebrate the Passover? Ezra 6:20a
a.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답을 뒷받침하
는 말씀을 택해도 좋습니다. How can you prepare for God’s use? You may choose
scriptures to support your answer.

3.

누구를 위해 양을 잡았습니까? 에스라 6:20b 절
For whom di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sacrifice? Ezra 6:20b

4.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에스라 6:21 을 사용하십시오.
Use Ezra 6:21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누가
참여했습니까?
Who participated in the Passover?
b.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했습니까?
How did they prepare themselves?
c. 그들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How did they participate?
d. 그들은 왜 참여했습니까?
Why did they participate?
선택:
과
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하십시오. 당신의 그룹과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Optional: Research and report on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Be prepared to share with
your group.

5.

은
준비를 위한 정화와 성화 예식의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얼마동안
지켰습니까? 에스라 6:22 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 time of ritual cleansing and
sanctification to prepare for the Passover. How long did they keep the feast? Ezra 6:22
a. 그들이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ere their three reasons for joy?
b. 당신이
이유를 나누십시오.
Share your reasons for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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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하나님께서 아래의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하십시오.
Comment on how God worked through:
a. 고레스 왕

King Cyrus

b. 다리오 왕

King Darius

c. 유대인들

The Jews

d. 정화

Cleansing

e. 절기들

The Feasts

2. 주님께서 아래의 내용을 허락하셨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Recall a time when the Lord:
a. 당신을
하셨던 때
made you joyful

b. 당신을
하셨던 때
strengthened you

…

…
… for the LORD made them joyful …
에스라 Ezra 6: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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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7 & 8 장
EZRA Chapters 7 and 8
Lesson 6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주님께서 당신에게 에스라 6 장의 공부가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까?
How did the Lord use Ezra 6 to minister to you?

2.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 차 귀환한지 약 60 년 후 에스라는 잇따른 제 2 차 귀환을 소집했습
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학사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에스라 7 장과 8 장에서 그는
그 위에 있음을 6 번이나 언급합니다. 에스라 7 장과
8 장을 읽고 하나님께 대한 에스라의 헌신과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음에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아래 각 구분에 제목을 주십시오. Some sixty years after the first Jews returned to Jerusalem, Ezra
gathered a second contingency of exiles. Ezra was a scribe who studied God’s Word and obeyed it!
Consequently, in Ezra Chapters 7 and 8, he mentions six times the hand of the LORD upon him. Read
Ezra 7 and 8 and take special note of Ezra’s dedication to God and the Lord’s hand upon him. Use
the divisions below to write a title for each section:
a. 에스라 Ezra 7:1-10 절
b. 에스라 Ezra 7:11-28 절
c. 에스라 Ezra 8:1-23 절
d. 에스라 Ezra 8:24-36 절
3. 하나님 말씀 공부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Take time to ask God to prepare your heart for the study of His Word.

(

,

)

.

For Ezra had prepared and set his heart to seek the law of the Lord
[to inquire for it and of it, to require and yearn for it],
and to do and teach in Israel its statutes and its ordinances.
에스라 Ezra 7:10 A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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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7:1-10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zra 7:1-10
1. 7 장은 에스라 자신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유대인 망명자들의 제 2 차 귀환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8 장은 귀환자들과 그들의 여정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들이
있을 당시 통치했던 바사
을 밝히십시오. 에스라 7:1a 절
Chapter 7 introduces Ezra, the
man, and the second expedition of Jewish exiles that Ezra led back to Jerusalem. Chapter 8 includes
more details about the people and their journey. Identify the Persian king who ruled during these
events. Ezra 7:1a
a. 에스라 7:1-5 절은 에스라의 혈통을 첫
까지 추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
니까? 에스라 7:5b 절 Ezra 7:1-5 traced Ezra’s lineage back to the first chief priest. What was his
name? Ezra 7:5b
b. 에스라 7:6a 절에서 에스라에 관한 추가의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additional facts about Ezra from Ezra 7:6a.
c.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향한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에스라 7:6b 절
How did God manifest His favor toward Ezra? Ezra 7:6b
(1.)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데 어떤 문구가 사용되었습니까?
What phrase is used to denote God’s favor upon Ezra?

(2.)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in which you see God’s favor upon you.

2. 에스라 7:7 절에서 에스라의 일행을 밝히십시오.
Identify the members of Ezra’s company from Ezra 7:7.
a. 에스라 7:8,9 절에 의하면 이 여정은 얼마동안 걸렸습니까?
According to Ezra 7:8,9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the journey?

3.

(1.)

에스라는 그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여정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에스라 7:9b 절
To what did Ezra credit his safe and successful journey? Ezra 7:9b

(2.)

에스라의 자백이 어떤 면으로 당신을 자극했습니까?
In what way are you inspired by Ezra’s acknowledgement?

에스라 7:10 절을 종종 이 책의 요절로 봅니다. 에스라가 행한 세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Ezra 7:10 is often viewed as the key verse of the book. Record the three things Ezra did.
a. 당신은 어떤 면으로 에스라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In what way can you imitate Ezra’s example?
b. 야고보서 1:22 절과 에스라 7:10b 절의
라는 구절을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e phrase: to do it from verse 10b with James 1:22. What do you see?
c.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수아 1:8 절에서 어떤 약속을 발견하셨습니까?
What promise is found in Joshua 1:8 concerning God’s Word?
(1.)

이 약속이 어떻게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How might this promise have been an encouragement to Ez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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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은 이 약속으로 인해 어떻게 격려를 받았습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this promise?

4. 당신은 에스라의 결심(에스라 7:10 절)과
의 도우심과 어떤 관계를 보십니까?
What connection do you see between Ezra’s resolve (Ezra 7:10) and the hand of the LORD upon him?
제 3 일: 에스라 7:11-28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zra 7:11-28
1. 에스라 7:12-26 절에는 어떤 중요한 문서의
담겨있었습니까? 에스라 7:11 절을 보십시오.
A copy of what important document is contained in Ezra 7:12-26? See Ezra 7:11.
a. 아닥사스다왕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에스라 7:12a 절
How did Artaxerxes describe himself? Ezra 7:12a
(1.)

디모데전서 6:13-16 절을 사용하여 이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십시오.
Use 1 Timothy 6:13-16 to prove the inaccuracy of this claim.

2. 에스라 7:11-26 절에서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왕의
있는
주목하
십시오. From Ezra 7:11-26 note the good hand of the LORD in the king’s decree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a. 아닥사스다왕은 에스라에 대해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에스라 7:11,12,21 절
What did Artaxerxes acknowledge about Ezra? Ezra 7:11,12,21
b. 누가 에스라와 함께 가도록 허락되었습니까? 에스라 7:13 절
Who was allowed to accompany Ezra? Ezra 7:13
c. 누가 에스라를 보냈습니까? 에스라 7:14 절
Who sent Ezra? Ezra 7:14
d. 에스라의 임무는 어떻게 후원받았습니까? 에스라 7:15,16,20 절
How was Ezra’s mission sponsored? Ezra 7:15,16,20
e. 에스라는 무엇을 샀으며 왜 구입했습니까? 에스라 7:17-20 절
What was Ezra to purchase and why? Ezra 7:17-20
f.

어떤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에스라 7:21-24 절
What instruction was given to all the treasurers? Ezra 7:21-24
(1.)

아닥사스다왕의 동기에 대해 에스라 7:23b 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Ezra 7:23b reveal about Artaxerxes’ motive?

g. 에스라에게 준 왕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7:25 절
What was the king’s instruction to Ezra? Ezra 7:25
(1.)

에스라는 그의

를 어디서 얻은 것이었습니까?

(2.)

이
를 묘사하기 위해 잠언 2:6 절과 야고보서 3:17 절을 보십시오.
Use Proverbs 2:6 and James 3:17 to describe this wisdom.

Where did Ezra get his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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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왕의
는 어떤 경고로 끝냈습니까? 에스라 7:26 절
With what warning did the king’s letter end? Ezra 7:26
i.

이
의 어느 부분이 당신을 가장 매혹시키며 왜 그렇습니까?
Which part of this letter is most fascinating to you and why?

3. 왕의
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을 묘사하기 위해 에스라 7:27,28 절을 보십시오.
Use Ezra 7:27,28 to describe Ezra’s response to the king’s decree.
a.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How is this an example for you?
4.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7:28c 절
As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Ezra, what did he do? Ezra 7:28c
a.

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까?
What is the hand of the LORD encouraging you to do?

제 4 일: 에스라 8:1-23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zra 8:1-23
과 그들의
의 목록이 나와있습
1. 에스라 8:1-14 절은 에스라와 함께
니다. 이 망명자들은 약 1,500 명의 남자들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을 마음
에 두고 에스라가 무리를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
습니까? 에스라 8:15 절
Ezra 8:1-14 lists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and the genealogy of those
who went up with Ezra from Babylon. These exiles included about 1,500 men, plus women and
children. With this in mind, what discovery did Ezra make while camped by the river that flows to
Ahava? Ezra 8:15
a.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8:16,17 절
What did Ezra do about this problem? Ezra 8:16,17
(1.)

에스라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를 주었습니까? 에스라 8:17b 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instruction did Ezra give to these men? Answer from Ezra 8:17b.

b.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에스라 8:18 절
How did God resolve Ezra’s dilemma? Ezra 8:18
(1.)

에스라 8:18-20 절을 읽으면서 그들의 임무에 대한 성공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View the success of their assignment by reading Ezra 8:18-20. What do you see?

2. 에스라는 이 길고도 위험한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8:21,23a 절
What did Ezra do before continuing the long and dangerous journey? Ezra 8:21,23a
a. 에스라가 행했던 그의 의도를 알기위해 에스라 8:21 절을 보십시오.
Use Ezra 8:21 to discover Ezra’s purposes for what he did.
(1.)

에스라는 그의 기도에 어떤 지극히 중대한 요소를 포함했습니까?
What vital elements did Ezra include in his prayer?

b. 에스라 8:22 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까?
According to Ezra 8:22 why was Ezra particularly concerned?
(1.)

에스라는 전에 하나님에 관해 에게 무엇이라고 고했습니까? 에스라 8:22b 절
What had Ezra told the king about God? Ezra 8: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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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라는 그의 염려로 인해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8:23a 절
What did Ezra do in response to his concern? Ezra 8:23a
a.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8:23b 절
(1.)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합니까?

What did God do? Ezra 8:23b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제 5 일: 에스라 8:24-36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zra 8:24-36
1. 에스라 8:25-27 절에 언급된 , ,
그리고
가치는 약 2 천만 달러쯤 될 것으로
을 위한 이 귀중품들을
평가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보호하기 위해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8:24-30 절에서 그의 방책을 요약하십시오.
The value of the silver, gold, articles and vessels mentioned in Ezra 8:25-27 has been estimated to be
about $20,000,000. Before the perilous journey to Jerusalem what did Ezra do to safeguard these
valuables for the house of God? Summarize his actions from Ezra 8:24-30.
a. 이
을 위탁받았던 사람들에게 준 에스라의 권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8:28 절
What was Ezra’s exhortation to those who were entrusted with these articles? Ezra 8:28
(1.)

에스라 8:28a 절에 있는
이라는 단어는
모두 주님께 속했음을 나타내
며
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어떤
일치하는 메시지가 신약에 나타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15,16 절을 보십시오.
The word holy in Ezra 8:28a can be translated consecrated, which indicates that both they and
the articles belonged to the Lord. What corresponding message does the New Testament
present about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See 1 Peter 1:15,16.

(2.)

고린도전서 6:19,20 절에 의하면 거룩함에 대해 어떤 추가의 이유가 주어졌습니까?
According to 1 Corinthians 6:19,20 what further reason is given for holiness?

(3.)

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it mean to you to be holy?

b. 이 사람들에게 준 에스라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8:29 절
What was Ezra’s instruction to these men? Ezra 8:29
2. 당신 자신의 말로 에스라 8:31,32 절에 대한 찬양의 보고를 적으십시오.
In your own words write the praise report of Ezra 8:31,32.

3.

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8:33,34 절
What happened on the fourth day? Ezra 8:33,34

4. 에스라 8:35a 절에 의하면 누가
According to Ezra 8:35a who offered burnt offerings to the God of Israel?

?

a. 그들이 드린
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8:35b 절
What did their offerings consist of? Ezra 8: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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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수십년 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어떠했겠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o be able to worship God at the temple in Jerusalem
after living in captivity in a pagan land for years. Share your thoughts.

에 대해
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라 8:36 절
How did the satraps and the governors respond to the king’s order? Ezra 8:36
a. 이것이 어떻게 그들 위에 계신
대한 추가의 입증이었습니까?
How was this further evidence of the good hand of our God upon them?

제 6 일: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7 장과 8 장 공부에서 아래에 대한
관해 의견을 쓰십시오.
In response to Chapters 7 and 8 write a comment about the good hand of the LORD upon:
a. 에스라

Ezra

b. 왕의 조서

The king’s letter

c. 명철한 사람

The man of understanding

d. 기도와 금식

Prayer and fasting

e. 여정

The journey

f.

귀중품

The treasures

g. 예루살렘에 도착 The arrival at Jerusalem

2. 당신의 삶에있는
을 어떤 면으로 당신은 인식합니까?
In what ways do you recognize the good hand of the LORD upon your life?

...

.
… and He answered our prayer.
에스라 Ezra 8:23b

6

에스라 9 & 10 장
EZRA Chapters 9 and 10
Lesson 7
제 1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공부나 강의에서 가장 당신의 주의를 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captured your attention the most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2. 영적 타협은 언제나 영적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타협으로 인해 파괴
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라 9 장과 10 장에서 영적 타협이 다시
유다의 장래와 영적 안녕을 위협했습니다. 에스라 9 장과 10 장을 읽으시고 다음의 각 구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요약하십시오.
Spiritual compromise will always lead to spiritual demise.
Jerusalem had been destroyed and the Jews taken captive to Babylon because of spiritual
compromise. In Ezra Chapters 9 and 10, spiritual compromise again threatened the future and
spiritual well-being of Judah. Read through Ezra 9 and 10 and summarize the events of each
division:
a. 에스라 Ezra 9:1-4 절
b. 에스라 Ezra 9:5-15 절
c. 에스라 Ezra 10:1-8 절
d. 에스라 Ezra 10:9-44 절
3. 이 책의 마지막 장을 공부하기 전에 에스라가 했던 것을 하십시오 - 기도하십시오! 공부를 위한
어떠한 염려도 당신의 기도에 포함하십시오.
Before you study the final chapters of this book,
do what Ezra did – pray! Include in your prayer any concerns you might have for your study.

…

…

. . . grace has been shown from the LORD our God . . .
that our God may enlighten our eyes.
에스라 Ezra 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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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에스라 9;1-4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Ezra 9:1-4
1. 에스라 8 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영적 제사와 축제 후
대단히 곤혹
스러운 소식을 갖고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에스라 9;1,2 절에 의하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After the spiritual offerings and celebration of Ezra’s company in Ezra Chapter 8, certain leaders came
to Ezra with devastating news. According to Ezra 9:1,2 what was it?
a.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 9;1a,2b 절
Who was guilty of this? Ezra 9:1a,2b
b. 신명기 7;3,4 절에서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God’s command concerning this in Deuteronomy 7:3,4.
c. 이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 25;1-4 절과 열왕기상 11;1-3 절을 사용하십
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Use Numbers 25:1-4 and 1 Kings 11:1-3 to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is transgression. What do you see?

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 오실 약속된 메시아
d. 에스라 9;2 절에 있는
를 가리켰습니다. 창세기 12;3b 절과 28;14 절에서 이것을 밝히십시오.
The term holy seed
in Ezra 9:2 pointed to the promised Messiah who would come through God’s chosen people.
Verify this from Genesis 12:3b and Genesis 28:14.
e. 유대인들의 죄가 왜 그리도 위험한 것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Explain why the Jews’ sin was so dangerous.
2. 아래의 절에서
취한 에스라의 반응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Ezra’s reaction when he heard this thing from:
a. 에스라 Ezra 9:3 절
b. 에스라 Ezra 9:4b 절
c.

란 단어는
로 번역될 수 있으며,
혹은
는 의미도 됩니
다. 왜 에스라가 그러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word astonished can be translated
appalled, and denotes to be shocked or horrified. Why do you think Ezra reacted as he did?

d. 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What is your reaction to sin?
(1.)

야고보서 1;21 절에서 야고보는 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How does James describe sin in James 1:21?

(2.)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What reaction should believers have toward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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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라 주위에 누가
? 에스라 9:4a 절
에서 답하십시오.
Who assembled around Ezra as he sat astonished until the evening sacrifice?
Answer from Ezra 9:4a.
a. 에스라 주위에 모여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롤 취했습니까?
What attitude did those who came along side Ezra have toward the Word of God? Ezra 9:4a
(1.)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영향력을 갖습니까? 히브리서 4;12 절도 보십시오.
Why should the Word of God have this effect? See also Hebrews 4:12.

(3.)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What effect does God’s Word have upon you?

제 3 일; 에스라 9;5-15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Ezra 9:5-15
1.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를 에스라 9;5 절에서 기록하십시오.
Use Ezra 9:5 to record what Ezra did at the evening sacrifice.
과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에스라 9;6 절
a. 에스라는 그들의
How did Ezra feel about their iniquities and guilt? Ezra 9:6
그리고
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b. 에스라의 기도의 전체에 그는 대명사인
의 인격에 대해 당신에게 어떤 통찰력을 줍니까?
Throughout Ezra’s prayer he used the
pronouns our and we. What insight does this give you into Ezra’s character?
(1.)

기도할 때에 에스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Ezra a role model for us when praying?

2. 에스라 9;7-15 절에 있는 에스라의 기도를 숙고하고 다음에 대해 한두가지 관찰하여 쓰십시오.
Consider Ezra’s prayer in Ezra 9:7-15 and make one or two observations about the following:
a. 그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 – 6 절 the greatness of their sin – verse 6
b. 그들의 과거 죄에 대한 결과 – 7 절

the consequences of their past sin – verse 7

c. 하나님의 은혜 – 8, 13 절

God’s grace – verses 8,13

d. 하나님의 신실하심 – 9 절

God’s faithfulness – verse 9

e. 그들의 죄 - 10, 14, 15 절

f.

하나님의 명령 – 11, 12 절

their guilt – verses 10,14,15

God’s commands – verses 11,12

3. 에스라의 기도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이 되며 왜 그렇습니까?
What part of Ezra’s prayer especially ministers to you an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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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Take a moment to pray for someone you know who is ensnared by sin.
제 4 일; 에스라 10;1-8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Ezra 10:1-8
1. 에스라 10;1a 절에서 에스라의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From Ezra 10:1a record Ezra’s actions.
a.
b.

에스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Where was Ezra?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십시오. 에스라 10;1b 절
Describe what happened while Ezra was praying. Ezra 10:1b
(1.)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What was the demeanor of the people?

2. 스가냐는 그 자신과 유대인들에 대해 어떤 자백을 했습니까? 에스라 10;2 절
What confession did Shechaniah make concerning himself and the Jews? Ezra 10:2
a. 그는 어떤 격려의 말을 더했습니까?
What word of encouragement did he add?
3. 이 상황에 관해 스가냐의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10;3 절
What was Shechaniah’s suggestion regarding the situation? Ezra 10:3
4.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에스라 10;4 절
What did Shechaniah want Ezra to do? Ezra 10:4
a. 스가냐는 그의 도움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How did Shechaniah voice his support?
5. 에스라와 백성들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10;5 절
What was the resolve of Ezra and the people? Ezra 10:5
6.

7.

에스라 10;6 절에서 에스라의 행동을 설명하십시오.
Describe Ezra’s actions from Ezra 10:6.

. 이
는 누구에게 했으며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스라 10;7 절
And they issued a proclamation throughout Judah and Jerusalem.
To whom was this proclamation sent and what did it say? Ezra 10:7
a.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10;8 절
What were the consequences to those who did not comply? Ezra 10:8

8.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기도했던 점을 주목하십시오. 잠언 3;5,6 절을
사용하여 그의 지혜에 대해 논평하십시오. Notice that before Ezra took any action toward the
people he prayed. Use Proverbs 3:5,6 to comment on his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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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에스라 10;9-44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Ezra 10:9-44
1.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주십시오. 에스라 10;9 절
Give a brief report of what happened within three days. Ezra 10:9
a. 무리가
두 가지 이유를 열거하십시오. 에스라 10;9b 절
Cite two reasons why the people were trembling. Ezra 10:9b

2.

10;10 절

그는 백성들의 범죄를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스라
When Ezra the priest stood up he addressed the people’s sin. What did he say? Ezra 10:10

a. 그는 백성들에게 어떤 구제 방법을 주었습니까? 에스라 10;11 절
What remedy did he offer the people? Ezra 10:11
b.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에스라 10;12 절
c. 백성들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10;13 절

How did the people answer? Ezra 10:12
What was the people’s concern? Ezra 10:13

d. 백성들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제안했습니까? 에스라 10;14 절
What did the people suggest be done? Ezra 10:14
e.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반대했다고 믿습니다.
(에스라 10;14, 15 절) 고린도전서 14;40 절은 어떻게 에스라가 진행한 방법을 확인합니까?
Most commentators believe that Jonathan and Jahaziah were opposed to the way things were
being handled (Ezra 10:14,15). How does the instruction of 1 Corinthians 14:40 validate the way in
which Ezra proceeded?
3. 에스라 10;16 절에 의하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습니까?
According to Ezra 10:16 how was the matter managed?
a. 죄의 결과를 다루는데는 종종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3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성화에 관해서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합니까?
It often takes time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sin. It took three months for the matter to be finished.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the work of sanctification?
b. 이것이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Why do you think this was a wise way to deal with a difficult situation?
4. 에스라 10;18-44 절을 보면서
취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쓰십시오. 아래의 빈칸을
채우면서 당신이 발견한 것을 확증하십시오. Using Ezra 10:18-44 note who was guilty of taking
pagan wives. Confirm your findings by filling in the blanks:
a. 18 절
의 무리 중에
verse 18 Among the sons of the p________
b. 23 절
사람 중에는
verse 23 Also of the L___________
c. 24 절 _________하는자... _________중에는
verse 24 Also of the s____________ … and of the g______________
d. 25 절 이
중에는
verse 25 And o___________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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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자들이 왜 영적 타협의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leaders are in danger of spiritual compromise?
a. 당신은 경건한 지도자들의 영적 순결을 위해 기도하도록 어떻게 영감을 받았습니까?
How are you inspired to pray for the spiritual purity of godly leaders?
6. 그들이
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에스라 10;19 절
Because they were guilty of sin, what was required of them? Ezra 10:19
a.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일서 1;9 절에 있는 지시와 이것을 비교하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Compare this with the instruction given in 1 John 1:9 when we are guilty. What do you see?
제 6 일;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1. 에스라 9 장과 10 장의 공부에 비추어 아래에 대해 말하십시오.
In light of your study of Ezra 9,10 comment on:
a. 이스라엘 백성의 죄
The Israelites’ sin
b. 에스라
Ezra
c. 기도
Prayer
d. 회개
Repentance
e. 회복
Restoration
f.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g. 타협의 위험
The danger of compromise

2,

이번 주의 공부를 통해 당신이 받은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나누십시오.
Share any special insight you received through this week’s lesson.

,

.

Be of good courage, and do it.
에스라 Ezra 1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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