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야 

사54장  산들이 떠나가고 옮겨질지라도 무엇이 요지부동입니까?      

                              1).                              2). 

사55장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 옵니까?   

 

사56장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사57장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1).                                                2). 

사58장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여 삼가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무엇
   을 얻습니까?   

 

사59장  공평이 멀어지고 의가 사라지면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무엇
   같이 담을 더듬게 됩니까? 

 

사60장  레바논은 값비싼 나무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무슨 나무들입니까?   

 

사61장  신랑 신부가 잘 차려입고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히
   십니까?   

    1).                                                   2). 

사62장  구원 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일컫게 됩니까?    

 

사63장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무엇
   이 되십니까?   

 

사64장  무엇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갑니까?   

 

사65장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땅을 창조하시면 그 곳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66장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말씀하여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계속 거역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여 주십니까?  

 

 

예레미야 

렘 1장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두 가지를 본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렘 2장  처녀와 신부가 결혼 패물과 고운 옷을 잊지 못함 같이 백성들은 누구를 
   잊으면 안 됩니까?      

 

렘 3장  하나님을 배반하여 음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배역한 자식들
   아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렘 4장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렘 5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아니하면 나중에 무엇이 막힙니까? 

 

렘 6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
   고 그리로 행하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렘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황후(the Queen of Heaven)”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바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
   까?     참고: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의 공식명칭은 “the Queen of Heaven”
   인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천상모후”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며 섬긴다.      

 

렘 8장  우상문화 좋아하고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 때를 놓치면서 
   무엇이라고 탄식합니까?      

 

렘 9장  이방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무엇을 받지 못하
   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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