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책 이름 주제 매일 양식 성경

1 수 에스라 1-6장

성전재건

1차 귀환(스룹바벨) 1☐  2☐  3☐  
2 목 에스라 성전 건축 4☐  5☐  6☐
3 금 에스라

7-10장

신앙개혁

2차 귀환(에스라) 7☐  8☐  
4 토 에스라 성경 암송 8:23☐
5 주 에스라 백성의 신앙 개혁 9☐ 10☐ 
6 월 느헤미야

1-7장

성벽재건

3차 귀환(느헤미야) 1☐  2☐  
7 화 느헤미야 성벽 재건 시작되다 3☐  4☐ 
8 수 느헤미야 성벽 재건 완성되다 5☐  6☐  7☐  
9 목 느헤미야 8-13장

백성개혁

말씀을 읽고 들으며

부흥이 시작되다
8☐  9☐ 10☐ 

10 금 느헤미야 백성 개혁을 이루다 11☐ 12☐ 13☐  
11 토 에스더 1-4장

닥쳐온

큰 위험

성경 암송 에4:16☐
12 주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 1☐  2☐ 
13 월 에스더 하만의 음모 3☐  4☐  
14 화 에스더 5-10장

큰 구원

하만의 패배 5☐  6☐  7☐ 
15 수 에스더 승리하는 이스라엘 8☐  9☐ 10☐
16 목 욥기 욥의고난 시험 당하는 욥 1☐  2☐  3☐ 
17 금 욥기

4-37장

욥의

논쟁

첫 논쟁(엘리바스) 4☐  5☐  6☐  7☐
18 토 욥기 성경 암송 1:21☐
19 주 욥기 첫 논쟁(빌닷) 8☐  9☐ 10☐
20 월 욥기 첫 논쟁(소발) 11☐ 12☐ 13☐ 14☐
21 화 욥기 둘째논쟁(엘리바스) 15☐ 16☐ 17☐ 
22 수 욥기 둘째 논쟁(빌닷) 18☐ 19☐ 
23 목 욥기 둘째 논쟁(소발) 20☐ 21☐
24 금 욥기 셋째논쟁(엘리바스) 22☐ 23☐ 24☐ 
25 토 욥기 성경 암송 욥23:10☐
26 주 욥기 셋째 논쟁(빌닷) 25☐ 26☐ 27☐ 28☐
27 월 욥기 욥의 마지막 반론 29☐ 30☐ 31☐ 
28 화 욥기 엘리후의 일차변론 32☐ 33☐ 34☐ 
29 수 욥기 엘리후의 이차변론 35☐ 36☐ 37☐ 
30 목 욥기 38-42장

욥의구원

하나님의 개입 38☐ 39☐ 
31 금 욥기 욥의 회개와 회복 40☐ 41☐ 42☐ 

  5월  ,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2019         이름:                   목장 이름  서명: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신8:3)

에스라
* 유대 민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입(주전605, 597, 
  586년)으로 결국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렘29:10).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들은 스룹바벨(B.C. 
  538년), 에스라(458년), 느헤미야(445년)의 인도 하에 3차에 걸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다. 

  에스라서는 성전이 불타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역대하를 
  이어서, 포로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한다. 주전 586년 유대의 멸망과 함께 불탔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히 70년만인 주전 516년에 재건된다. 
  그러므로 포로생활의 끝은 성전의 완공과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그 때에(고전3:16), 
  비로소 죄에 매였던 우리의 포로생활이 끝나는 것이다(요8:34-36). 

느헤미야
*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권의 책이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젊지만 동시대 사람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었다. 고통당하는 고국의 소식을 
  들은 그는 기도한 후,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의 3차 귀환을 
  이끈다. 그리고 온갖 반대와 훼방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백성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데는 단 52일이 
  걸리지만(느6:15), 그 후 백성의 신앙을 개혁하는 데는 수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라는 하드웨어를 건축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에스더
* 에스더서의 사건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B.C. 483-473년 
  중에 일어난다. 에스더서는 아직 포로지에 머물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 닥친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이 날을 부림절로 지키고 있다.

시가서 
* 우리는 이제 율법서(모세 오경, 5권)와 역사서(12권)를 끝내고, 
  시와 지혜의 글이 담겨있는 시가서로 들어간다.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5권이 포함된다.

욥기
* 욥기는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에서 시작하여, 
  지상에서 벌어진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거쳐서, 결국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욥기는 우리에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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