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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5회)                     2020년 11월 8일

< 예레미야 36장 ~ 42장 >                              이  름:

1.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렘36:       )

    

2. 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렘36:        )  

3.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갈대아인)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37:      )

4.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던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은밀히 물어본 것은 무엇인가요? 

  (렘37:        ) 

5.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렘37:        )

   

6. 유다의 고관(방백)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나요? (렘38:        )

7. 감옥 뜰에 있는 말리야의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렘38:        )

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때는 언제인가요? (렘39:        )

9.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나요? (렘39:        ) 

10.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어디서 살았나요? (렘40:       )

11. 바벨론 왕은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아니한 유다 백성들을 누구에게 위임했나요? (렘40:        ) 

12. 이 유다 총독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렘41:        )

13.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후에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렘41:        )

  

14. 이들은 어느 나라로 피하고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의 뜻을 물어 보았나요? (렘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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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6회)                     2020년 11월 15일

< 예레미야 43장 ~ 50장 >                              이  름:

1. 요하난은 끝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나라로 도피하였나요? 

  (렘43:       )

2.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했나요? (렘44:        )

3. 45장은 예레미야를 통해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렘45:        )

4. 46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전쟁(B.C.605년)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인가요?

  (렘46:        ) 

5.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렘46:        )

   

6. “군마(힘센 것)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인가요? (렘47:       )

7. 이스라엘 벧엘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했나요?

  (렘48:        )  

8. 모압이 (            )를 거슬러 (         )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렘48:        )

9. 49장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방 나라들을 모두 쓰세요. (렘49:       )

10. 2절에 나타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렘50:        )

①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