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레미야 

렘10장  우상을 장식하던 은과 금의 생산지는 어디였습니까?   

 

렘11장  큰 소동 중에 무슨 나무가 불에 타고 가지가 꺾였습니까?    

 

렘12장  어째서 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됩니까?    

 

렘13장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형편까지 이르게 되 
  었습니다.   마치 무엇을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까?  

 

렘14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멸하신다고 하였는데 누 
  가  그 땅에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는다고 백성에게 말하였습니까?  

 

렘15장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셨습니까? 

  

렘16장  열조보다 더욱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땅으로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까?  

 

렘17장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대해서 청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렘18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을 섬기게 되면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렘19장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렘20장  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가운데 몰아 
  넣었습니까?  

 

렘21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두 종류의 길을 두셨다고 합니까?   

 

렘22장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오른 손의 인장 반지에 비유하였습니까? 

  

렘23장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에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렘24장  하나님은 누구를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기신다고 하였습니까?  

 

렘25장  모든 나라가 무엇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비참하게 됩니까? 

  

렘26장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누가 보호하여 살려냈습니까? 

 

렘27장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는 누구의 말인지 표 하십시오  

   1). 거짓 선지자         2).  예레미야         3).  바벨론 왕 

렘28장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는데도 백성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렘29장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렘30장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렘31장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
    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표 하십시오  

   1). 여호와 이레          2). 새 언약        3). 영원한 나라  

 

렘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게 
   하며 우상에게 제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렘33장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 땅에 무엇이 실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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