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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7회)                       2021년 2월 14일

< 이사야 19장 ~ 27장 >                                      이  름:

1. 그날에 어떤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하셨나요? (사19:        )

  ①                           ②                            ③

2.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은 애굽과 구스의 백성이 어느 나라로 끌려 갈 

  것이라는 예표인가요? (사20:       )

3. 1-10절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는다고 했나요? 2절에서 찾아  

  보세요. (사21:        ) 

  ①                                            ②

4. 여호와께서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회개하라)” 하셨지만 예루살렘 

  오히려 어떻게 행했나요? (사22:        )

5.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리던

  나라는 어디인가요? (사23:       )

6. 땅이 그 주민 때문에 더럽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인가요? (사24:       )

7.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도 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했나요? (사25:    )

8. 주께서는 어떤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나요? (사26:       )

9.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사26:       )

10. 그러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어떻게 행하나요? (사26:       )

11. 뱀과 용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누구인가요? (사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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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8회)                       2021년 2월 21일

< 이사야 28장 ~ 39장 >                                      이  름:

1. 여호와께서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사28:        )

  ①                                            ②

2. 자기의 계획(도모)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29:       )

3.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사30:    )

4.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31:       )  

5. 장차 한 왕이 나타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 사람은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했나요? 

  (사32:       ) 

  ①                   ②                    ③                     ④                        

6. 여호와는 우리 (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            )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          )이시니 그가 우리를 (               )하실 것임이라 (사33:       )

7. 여호와의 책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34:       )

8.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되는 대로를 다닐 자는 누구인가요? (사35:        )

9. 앗수르가 침공했을 때 유다가 의지하고자 한 나라로 랍사게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비유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사36:       )

10.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이 멸망시킨 열국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라고 했나요? (사37:    )

11.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사38:       )

    

12.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궁전과 창고의 모든 소유물을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