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야 

사28장  무엇이 유행한다고 하였습니까?     

 

사29장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무엇이 멀리 떠났습니까?  

 

사30장  신앙의 길에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기울어질 때 무슨 말소리가 뒤
   에서 들립니까?  

 

사31장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호와는 무엇을 보호하십니까?  

 

사32장  하나님은 위에서 무엇을 부어주어서 폐허의 땅을 새롭게 하십니까?  

 

사33장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 위엄 중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까?  

 

사34장  무엇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까?  

 

사35장  어떤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까?  

 

사36장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옷을 찢으며 누구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고했습니까?   

 

사37장  유다족속 중에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내리고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38장  이사야는 왕의 종처에 무엇을 붙이면 병이 낫겠다고 말했습니까?  

 

사39장  대대로 내려온 나라의 모든 재산이 어디로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까?  

 

사40장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          )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           )을 
    더하시나니” 

사41장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을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사42장  한국에서는 종교 간에 화목하자는 의미에서 종교음악제를 개최하면서 
   기독교에서는 불찬가를 부르고, 불교에서는 찬송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당되는 
   구절이 몇 절에 있습니까? 

 

사43장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44장  무엇을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십니까 (지워 없애버리십니까)?  

 

사45장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46장  하나님은 무엇을 처음부터 고하며,  옛적부터 보이십니까?  

 

사47장  재앙이 내리고 파멸이 임하여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그렇
   게 된다고 합니까?  

 

사48장  누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합니까?  

 

사49장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새 술에 취함 같이 무엇에 취합니까?  

 

사50장  예수님은 잡혀가서 희롱 당하시고 매 맞으며 침 뱉음을 당하여도 피하
   지 않고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예언 되었습니까?  

 

사51장  예루살렘이 어째서 비틀걸음을 걷게 되었습니까?  

 

사52장  황폐 하였던 예루살렘이 기쁜 소리를 발하고 함께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53장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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