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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1회)                     2020년 10월 11일

< 예레미야 11장 ~ 16장 >                              이  름: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렘11:        )

  “너희는 내 목소리를 (          )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            ).  그리하면 너희는 

  내 (          )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             )이 되리라.“

2.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협박한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인가요? 그곳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렘11:        ) 

 

3. 12장 처음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렘12:        ) 

   

4.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 다시 찾은 썩은 베 띠는 무엇이 그와 같이 썩는 다는 것을 

  상징하나요? (렘13:        )

5. 예레미야가 왕과 왕후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렘13:        )

6.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렘14:        )

7. 여호와께서는 그런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무엇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렘14:        )

8.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엇으로 벌하신다고 하셨나요? 4가지를 찾아 적으세요. (렘15:        )

  ①                   ②                  ③                            ④

9.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신다고 하셨나요? (렘15:        )

10.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렘16:        )

  ① 2절:

  ② 5절:

  ③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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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2회)                     2020년 10월 18일

< 예레미야 17장 ~ 23장 >                              이  름:

1.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렘17:        )

   

  저주 받을 사람들을 어떤 나무에 비유했나요?

2.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렘17:        )

 

  또 복 받을 사람들을 어떤 나무에 비유했나요?

3.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렘18:        ) 

   

4.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옹기(오지병)를 깨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셨나요? (렘19:        ) 
 

5.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는 예레미야의 형편이 어떠했나요? (렘20:        )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         )과 (         )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         )과 (              )가 됨이니이다.“

6. 이에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렘20:        )

7.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 앞에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9절을 적어보세요.

  (렘21:        )

8. 22장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한 세 명의 유다 왕의 이름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렘22:        )

  ①                         ②                        ③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냐’ 즉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이다)

9. 때가 이르러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는 어떤 왕이 되어 어떻게

  행한다고 했나요? (렘23:        )

10. 그의 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렘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