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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탈무드, 마소라 사본, 70 인역 등)에 에스라와 더불어 한 권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아 원래 두 권의 

책임이 분명하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3 차에 걸친 유다 포로 귀환을 연대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하나로 묶었을 수도 있다.  이를 다시 두 권의 책으로 구분한 연대와 번역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이는 위경에 있는 또 하나의 에스라(에드스라) 서와 에스라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묵시록까지 합해 에스라 1 서부터 에스라 4 서까지 언급되며 좀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517 년에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에 비로소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뉘었다고 

알려져 있다. 

 

느헤미야 서의 저자가 느헤미야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 수산 궁에서 술 

관원으로 일 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던 셈이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술관원으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3 차귀환을 이끌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사를 

이루었고, 또 그 과정을 직접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노트 

1.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 (느 1:1)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다. 

2. 느헤미야 때 바사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느 1:1)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 세 

3.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나?  수산 궁 (느 1:1)  

 바사 제국은 여러 개의 수도 성읍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산 궁은 그중 하나였다.  수산 궁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주로 겨울에 사용되었다. 

4. 느헤미야에게 온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니 (느 1:2)   하나니는 실제로 

느헤미야와 형제지간이었다.  형제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혈연관계가 많았고 신약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많다. 

5.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어떤 내용이었나?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느 1:3)   스룹바벨과 1 차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건축된 

성전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불탔다.  3 장에 중수(重修)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참조. 

6.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나?  술 관원 (느 1:11)   11 절 마지막에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로 번역되어 뜻이 분명치 않다.  그대로 이해하면 기도 끝에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에는 ‘되었었느니라’였는데 ‘-었’과 ‘-었었’의 문법적 차이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몫.  그냥 ‘술 관원이었더라’ 하면 가장 명확할 것 같다.  참고로 KJV 와 NIV 의 해당 

부분은 공히 ‘was’로 되어 있다.  술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선정하고 그 술에 독이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맛을 보는 왕의 목숨과도 직결된 중요한 직책이었다.  또한 후궁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 대부분 내시였기에 느헤미야도 내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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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얼마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갔나?  4 달 (느 1:1, 2:1)   

아닥사스다 왕 20 년 기슬르월(유대 종교력 9 월)에 소식을 들었고 같은 해 니산월(유대 종교력 

1 월)에 왕 앞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짧으면 3 달, 길면 5 달이 

되겠다.  술 관원이 4 달만에 왕 앞에 섰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술 관원은 여러 명이 

있어서 교대로 또는 왕이 선호하는 자가 시중을 들었지만 4 달은 좀 길었다.  왕이 다른 궁으로 

가면서 느헤미야를 대동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  수산 궁에 왕이 있었지만 오랜 동안 왕이 그를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느 2:1-2) 

점으로 보아 느헤미야는 비교적 자주 왕에게 술을 올린 것 같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올리며 하나님의 도움 하에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을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8.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느꼈나?  크게 두려워하였다 (느 2:2)   

왕에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신하로서 생명을 건 큰 모험이었다.  왕이 불쾌히 

여긴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9. 느헤미야는 무엇을 왕에게 청원하였나?  황폐해진 유다 땅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느 2:3-5) 

10.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할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나?  왕후 (느 2:6)   왕후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에 1:9-12 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사 왕국 공식 만찬에 왕후는 참석하지 않는 관습에 비추어 아마도 사사로운 자리였을 것이다. 

11. 재목을 구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누구에게 내려 달라고 청원하였나?  삼림 강독 

아삽 (느 2:8)   여기서 삼림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NIV ‘royal park’, KJV ‘king’s forest’로 왕의 

정원 정도로 이해된다.  또한 아삽은 유다 사람으로 이 정원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느헤미야는 어디에 사용할 재목을 왕에게 청하였나?  성전의 문과 성곽 및 자신이 들어갈 집의 

들보로 사용할 (느 2:8)    

13. 느헤미야의 청을 왕이 허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느헤미야는 생각했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느 2:8) 

14.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느헤미야의 안전을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행시켰다 (느 2:9)   왕의 이러한 여러 조치들은 유다 총독(느 5:14, 10:1 

등)으로 파견되는 느헤미야에게 합당한 대접이었다. 

15.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할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한 사람은?  산발랏과 도비야 

(느 2:10)   산발랏은 느 4:1-2 을 볼 때 바사에 의해 임명된 사마리아 총독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기에 느헤미야에게는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스룹바벨 시절에 사마리아 인들의 협력을 

거절한(스 4:3) 일로 두 족속들의 사이는 좋지가 않았다.  도비야를 종이라 하였는데 당시 관직에 

있는 자들을 종이라 불렀음을 볼 때 그도 암몬 지역의 고위관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해당부분 참고 KJV ‘servant’, NIV ‘official’.  느헤미야가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며(느 2:9) 귀환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왕의 조서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간 

총독으로 오는 느헤미야에 의해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지도권에 위협을 느낀 것 같다. 

16.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을 쉬었나?  3 일 (느 2:11)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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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서 3 일을 쉬었다 (스 8:32). 

17.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말하였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느 

2:12)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국을 청원할 때를 (느 2:5)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본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성벽을 관찰하러 나간 것을 보면 

대적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보안에 신경 썼던 것 같다.  

18. 밤에 성벽을 순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느 문으로 나갔나?  골짜기 문 (느 2:13)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龍井)부터 분문(糞門)까지 가며 관찰하였다.  성경에 용정은 여기서만 

언급되어 있고 그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동선으로 미루어 골짜기 문과 분문 

사이 또는 분문보다 남서쪽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분문은 성안의 오물을 치우는 문이었다.  

아래에 있는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참조. 

19.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던 곳은 어디였나?  왕의 못 (느 2:14)   왕의 못이라는 

표현은 이 구절에만 있는데 실로암 샘이라는 견해와 기드론 골짜기 쪽에 있었다고 알려진 

솔로몬의 연못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다.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은 무너진 

성벽의 파편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20. 느헤미야는 밤에 성벽을 순찰한 것을 누구에게 말했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느 2:16)   

17 번 노트 참조.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호소했다 (느 2:27-18).  

21.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은 사람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느 2:19)   15 번 노트 참조.  게셈도 도비야와 비슷한 관직에 있는 자로 보인다.  

그들은 비웃기만 한 게 아니고 한발 더 나가서 그런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22. 예루살렘 성 건축이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느 2:20)   적대적인 그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23. 느헤미야의 3 차귀환 시절의 대제사장 이름은?  엘리아십 (느 3:1) 

24. 제사장들이 함께 건축한 문의 이름과 성벽의 구간은?  양문과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까지의 성벽 (느 3:1)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주도로 시작된 성문과 성벽 중수는 제사장들의 

참여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양문은 근처에 양을 사고파는 장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문에 나오는 성별이란 일종의 낙성식으로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드린 봉헌식(느 12:27)에 앞서 

이 사역의 거룩한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느헤미야 3 장에 따르면 성벽 중수는 총 

42 구획으로 나누어 양문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움직여 한바퀴 돌아 양문에서 끝났다.  

 

느헤미야 당시와 현재의 예루살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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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언덕으로 국한한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 상세지도 

10 개의 성문과 6 개의 망대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동쪽 언덕으로 국한한 지도 – 망대의 개수는 

느 3:25-27 에 언급된 내민 망대(Projecting Tower)들을 같은 것으로 보면 4 개, 각각으로 보면 

6 개이다.  문맥으로 보아 내민 망대들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도 상의 번호는 

느헤미야 3 장에 해당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절수이다. 

 

 

  

25. 어문은 누구의 자손들이 건축하였나?  하스니아 (느 3:3)   두로 사람들이 생선을 팔던 곳이 

어문 근처에 있었다. 



 

https://hongkim.blog 느헤미야 (6) 

 

26. 드고아의 귀족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벽 중수를 도왔나?  돕지 않았다 (느 3:5)   본문에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NIV 해당 부분은 ‘nobles would 

not put their shoulders to the work under their supervisors’라고 되어 있어 뜻이 분명하다.  즉 

귀족들이 일반인 감독을 돕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4 절까지 모두가 협조적이었는데 

적극적 방해는 하지 않았지만 돕지도 않은 소극적 방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드고아 

사람들에게 열심을 더하여 다른 곳도 중수하게 하였다 (느 3:27). 

27. 성벽 중수의 마지막 단계로 양문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에 있는 문은?  함밉갓 문 (느 3:31)   

히브리어 ד ְפק ָ֔  의 발음 ham·mip̄·qāḏ 을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개역성경/개역개정 성경이 ַהמִּ

보수적인 KJV 에 근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KJV – gate Miphkad, NIV – inspection Gate.  

English Standard Version 에는 Muster Gate 이라고 되어있다.  이 문 이름에 대해서는 ‘감옥문’ 

‘점호문’ 등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런데 이 문은 성전 안의 정한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같은 단어가 겔 43:21 에는 ‘정한 처소’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로 원어에 충실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다. 

28. 성벽을 중수하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여 도비야는 무엇이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였나?  여우 (느 4:3) 

29.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을 때 높이는 얼마만큼 이르렀나?  절반 (느 4:6) 

30. 산발랏과 도비야에 합세하여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것에 분노한 3 족속들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느 4:7)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산발랏의 사마리아는 북쪽, 

도비야의 암몬 사람들은 동쪽,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아스돗(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거주하는 족속들이었다.  이러한 연합은 예루살렘을 사면초가로 만들어 버렸다. 

31.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소문에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였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힘이 빠져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느 4:10) 

32. 이방인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격을 알렸나?  10 번 (느 4:12)   본문 12 절 끝 부분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하리라’가 선듯 

이해되지 않는다.  KJV 의 해당 부분은 ‘whence ye shall return unto us they will be upon you’, 

NIV ‘wherever you turn, they will attack us’ 이다.  원본에 충실한 KJV 의 경우 직역하자면 

이방인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리라’ 인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니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라는 뜻이다.  반면에 NIV 의 경우 ‘어디에 있던지 이방인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어 원본이 모호한데 한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방인들의 

공격부분이 빠져서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았다. 

33.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어디에 서 있게 하였나?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 (느 4:13)   

일반적으로 병력을 배치할 때에 높고 좁은 곳을 선택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이 

의아스럽다.  높은 곳은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기 쉽고, 좁은 곳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방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어성경에는 NIV – ‘behind the lowest poi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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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at the exposed places’, KJV – ‘lower places behind the wall, and on the higher places’, 

NKJV – ‘behind the lower parts of the wall, at the openings’ 로 되어 있다.  우선 KJV 의 경우 

서로 높고 낮은 두 곳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NKJV 에 와서 NIV 와 거의 같은 뜻이 되었다 – 낮은 

성벽 뒤쪽 노출된 곳.  느헤미야는 공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 군대가 

알아차리기를 원했던 것 같다.  한글로는 상당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34. 느헤미야는 왜 무기를 든 백성들을 종족끼리 배치하였나?  가족과 집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느끼게 (느 4:14) 

35.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는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자라고 하였나?  예루살렘 안에서 (느 4:22)  

 이방인의 공격 조짐이 있기 전에는 낮에 공사가 끝나면 각자 성 밖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왔던 것 같다.  24 시간 방비를 하기위해서 모두가 성안에서 자며 파수와 성벽공사를 

담당해 나갔다. 

36. 많은 백성들이 성벽공사와 방비에 동원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다 (느 5:1-5)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저당 잡히고(느 5:3)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느 5:5) 하였다. 

37. 느헤미야는 재산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판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요구했나?  저당 잡은 재산과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 (느 5:11)   이러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먼저 이자를 받지 말자고(느 5:10) 말했다.  여기서 

저당을 잡지 않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꾸어 주라는(신 5:7-8) 것과 이자를 받지 말라는(출 22:25) 율법을 그들에게 상기시킨 셈이다.   

38. 느헤미야는 몇 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나?  12 년 (느 5:14)   아닥사스다 제 20 년부터 

제 32 년까지 총독으로 있으며 백성들에게 징수(徵收)할 수 있는 녹(祿)을 받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 전의 총독들과 그의 종자들은 백성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았지만(느 5:15), 느헤미야는 

땅도 사지 않고 종자들과 함께 성벽공사에 열심이었음을(느 5:16) 토로하였다. 

39. 원수들이 성벽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실제 상황은 어땠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느 6:1)   이 구절이 문짝을 달았다고 언급된 3 장의 여러 구절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3 장은 각 족속들이 어떤 시역을 맡아서 했는가를 총체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순차적으로 기록된 부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40.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였나?  오노 (느 6:2) 

41.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는 연락을 몇 번 하였나?  4 번 (느 6:4) 

42.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5 번째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나?  봉하지 않은 편지 (느 6:5)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이유는 그 내용이 누설되어 유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벽공사를 중지하게 하려는(느 6:9) 의도 때문이다.  43 번 노트 참조. 

43.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모반하려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하며 (느 6:6), 선지자를 세워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 (느 6:7)  

44. 두문불출하여 그의 집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들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은?  스마야 (느 6:10) 

45.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어떤 말을 느헤미야에게 하였나?  그들(도비야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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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성전 외소에 숨어라 (느 6:10)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깨달았다 (느 6:12).  이런 암살음모를 말함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를 빌미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 하였다 (느 6:13). 

46.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또 하나의 거짓 여선지자의 이름은?  노아댜 (느 6:14) 

47. 성벽 역사는 며칠만에 끝났나?  52 일 (느 6:15) 

48. 대적들 중에 그 자신과 아들이 유다 사람과 결혼하여 동맹을 꾀한 자의 이름은?  도비야 (느 6:18)  

 도비야의 장인 스가냐는 아라(스 2:5)의 아들이었고 도비야의 아들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느 

3:4)의 딸과 결혼하였다.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가 여러 번 편지를 교환(느 6:17)하며 말전주를 

한(트 6:19) 사실은 귀족들이 성벽공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느 3:5 을 뒷받침하고 있다. 

49. 성벽공사가 끝난 후 세워진 2 명의 지도자는?  하나니와 하나냐 (느 7:2)   하나니는 바사의 

수산 궁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한(느 1:2)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50. 지도자를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1 차 포로귀환자들의 계보 작성 (느 7:5-67)   이 

기록은 스 2:2-65 와 이름과 인원에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총계의 차이는 

노래하는 남녀의 수가 스 2:65 에는 200 명, 느 7:67 에는 245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51.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 7 월에 어디에 모였나?  수문 앞 광장 (느 8:1)   느 8 장의 시작은 스 

3 장의 시작과 흡사하지만 연대적으로는 에스라 보다 약 90 년 후의 일이다.  또한 모인 목적이 스 

3 장의 경우는 번제(스 3:2)를 드리기 위해서였고 느 8 장의 경우는 율법을 듣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책 즉 모세 5 경을 가리킨다. 

52. 회중 앞에서 율법을 읽은 학사의 이름은?  에스라 (느 8:2-3) 

53. 얼마동안 율법을 읽었나?  6 시간 (느 8:3)   본문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되어 있다.  당시의 

낮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12 시간이었으며, 정오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나뉘었다. 

54.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의 좌우에 각각 몇 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나?  오른쪽에 6 명 

왼쪽에 7 명 (느 8:4)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55.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모두 일어섰다 (느 8:5)   6 시간 내내 

서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7 절을 볼 때 그랬다는 생각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낭독할 때 서 

있는 것이 전통이었다.   

56.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께 경배했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느 8:6) 

57.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도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느 8:7)   본문에 언급된 13 명은 모두가 

레위인이다.  그 중 7 명은 느 9:5 와 10:9-14 에 언급되어 있다.  이름을 열거한 끝에 레위인을 또 

언급하여 앞에 거명한 사람들 외에 다른 레위인들이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열거한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로 KJV – 이름들, and 

the Levites, NIV – The Levites–이름들 

58.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울었다 (느 8:9)   본문 끝에 슬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단순히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에 비추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통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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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우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 하였나?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느 8:10)   유대력 제 7 월 1 일은(느 8:1-2) 나팔절로 지키는 날이며, 감사와 축제의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했다. 

60. 율법을 배운 후 백성들이 지킨 절기는?  초막절 (느 8:14) 

61. 제 7 월 24 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여 자복하고 무엇을 하였나?  

3 시간은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3 시간은 죄를 자복하였다 (느 9:2-3)   각각 낮 사분의 

일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에 대해서는 53 번 노트 참조 

62. 이스라엘 자손들은, 느 9:7-37 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졌던 과거를 돌이켜 본 후 무엇을 하였나?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하였다 (느 9:38)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고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인을 치고 

봉하였다.  인봉한 사람들은 (느 10:1) 총독 느헤미야와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시드기야, (느 10:2-

8) 제사장 21 명, (느 10: 9-13) 레위 사람 17 명, (느 10:14-27) 백성의 우두머리 44 명, 총 

84 명이었다.  앞에 언급된 이외의 남은 백성의 계층이 느 10:28 에 열거된 점을 볼 때 온 백성이 

다 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63. 이런 언약 이외에 어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나?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느 

10:30), 안식일 및 안식년 준수 (느 10:31), 헌금 (느 10:32), 제사와 절기 (느 10:33-34),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의 봉헌 (느 10:35-36), 십일조와 레위 사람들 (느 10:37-39) 

64.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인구의 몇분의 몇이었나?  십분의 일 (느 11:1)   지도자들 

및 백성중 제비 뽑은 십분의 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종종 제비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잠 

16:33 에 잘 설명되어 있다 –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실제로 성경에 

제비를 뽑아 어떤 결정을 내린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는데 이를 어기고 가져간 아간을 잡을 때 

제비를 뽑았다(수 7:16-19) – 본문 각 절에 ‘뽑혔고’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우림과 둠밈’(출 

28:30)을 사용했는지 일반적 제비를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65.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나?  복을 빌었다 (느 

11:2)   느 7:4 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었고 가옥도 건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주할 사람들을 제비로 뽑았는데, 성을 지키고 집도 지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할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였다.  이에 백성들은 그들의 애국심에 환호하며 복을 빌었다.  

다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지도자, 제비로 뽑힌 백성의 십분의 일,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66.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의 사람의 감독을 맡은 사람의 이름은?  웃시 (느 11:22) 

67. 누구의 명에 의해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나?  왕 (느 11:23)   우선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는 표현에 의문이 든다.  개역 한글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을 영어성경으로 보면 NIV – 

regulated their daily duty, KJV – certain portion should be for singers, due for everyda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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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개역 한글성경과 KJV 가 같고, 개역개정과 NIV 가 같다.  여기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뜻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면세특권을 주도록 명하였다 (스 7:24).  또한 조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성전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었기에 노래하는 자들의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라고 

명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 발 더 나아가 일정의 보수를 

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8. 스룹바벨과 귀환한 제사장은 몇 명이었나?  22 명 (느 12:1-7)   느헤미야 서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3 번 등장한다.  10:2-8 은 BC 444 년경 느헤미야 당시의 제사장들로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이다.  12:1-7 은 BC 536 년경에 스룹바벨과 1 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이다.  12:12-

21 은 BC 490 년경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족속과 제사장 족속 족장의 이름들이 족보 별로 

평행해서 기록되어 있다.  즉 제사장 족속으로 스라야, 그 족속의 족장은 므라야, 이런 형식이다.  

이 모든 명단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겠다. 

69.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사용된 3 가지 악기는?  제금, 비파, 수금 (느 12:27)   11:20 와 12:29 에 

레위 사람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봉헌식 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와야만 하였다. 

70.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 감사찬송하는 사람들을 몇 무리로 나누었나?  2 무리 (느 12:31)  

71.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 감사찬송하는 무리들은 어디에 모여서 행진하였나?  성벽 위 (느 12:31)  

 2 무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였다(느 12:31, 38).  첫 무리가 분문을 향하였고(느 12:31) 

두번째 무리는 화덕망대(12:38, 개역 성경에는 풀무 망대)를 향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모인 

장소는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 추정된다.  위에 있는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 지도 

참조.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밤에 성밖으로 나간 문이기도 

하다, 18 번 노트 참조. 

72.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 감사찬송하는 무리들을 누가 인도하였나?  에스라(느 12:36)와 

느헤미야(느 12:38) 

7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다 (느 12:45)   

결례(潔禮) – 성결예식 

74.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느 13:1)   신 23:3 참조 

75.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모세의 책에 기록되었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여서 (느 13:2)  

 신 23:4-5 참조 

76.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던 제사장은?  엘리아십 (느 13:4)   도비야에 대해서는 15 번 노트 참조.  

연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혈연이나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이부분은 

도비야와 친척관계라는 뜻이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로 인해 에스라가 

통회하고 백성들을 각성시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스 9-10, 에스라 노트 47-51 참조), 제사장 

또는 그의 집안에서 그런 죄를 또 지었다는 것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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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사장 엘리아십은 도비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나?  성전 안의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느 

13:5)   엘리아십은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다 (느 13:4).   

78.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내어 준 방은 어떤 방이었나?  제물과 예물을 보관하는 방 (느 

13:5) 

79. 제사장 엘리아십과 도비야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돌아왔다 (느 13:6)   아닥사스다 왕 32 년에 대해서는 38 번 노트 참조.  여기서 

아닥사스다를 바벨론 왕이라 부른 것은 당시에 그가 바빌론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바빌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바사 왕과 바벨론 왕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어 왔다.  본문에 ‘며칠’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3 장에 기록된 많은 

타락한 사건들, 특히 24 절에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본다.  ‘말미를 청하고’라는 부분은 유다 사람들의 탄원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부임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80.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뜰의 방을 내어준 사실을 안 느헤미야가 한 일은?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있던 물건들을 다시 들여 놓았다 (느 13:7-9)   이 일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알았다.  도비야의 세간이 있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거처했다는 말이 된다.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진 느헤미야의 행동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목도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은 것과(스 9:3) 대조가 된다. 

8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동안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몫을 받지 못하여 

도망하였다 (느 13:10)   백성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느 13:12 참조) 

82.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였나?  노동과 장사를 하였다 (느 13:15) 

83.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판 사람은?  두로 사람 (느 13:16) 

84. 안식일을 범한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내린 명령은?  안식일 전날 어두워질 때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느 13:19) 

85.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의 자녀들의 언어는 어떠했나?  아스돗 말은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느 13:24) 

86. 이방인과 결혼하여 범죄하게 된 데표적인 예로 느헤미야가 든 인물은?  솔로몬 (느 13:26) 

87.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증손자는 누구의 사위가 되었나?  호론 사람 산발랏 (느 13:28)   15 번 

노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