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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예레미야
렘34장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
한 것이었습니까?

렘35장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였는
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렘47장

 갑돌 섬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렘48장

 누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펴고 그 땅을 점령합니까?
1). 바벨론 왕

2). 야 곱

3). 야 셀

렘49장

 하나님은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무하게 만드신다고 합니까?

렘50장

 무슨 소리가 땅을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에 들립니까?

렘51장

 요한계시록 18:2,4에 보면 종말 때 바벨론 음녀의 세력이 크게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
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렘51장에도 똑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
벨론 세력에 도취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멸망 받게 될 것을 경고 합
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은 몇 절들 입니까?

렘52장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유대 백성은 모두 몇명이었습니까?

렘36장

 유다왕 여호야김은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어
나갈 때에 읽은 부분을 작은 칼로 잘라내어 어떻게 했습니까?

렘37장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렘38장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까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렘39장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구원 받은 구스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렘40장

 바벨론 왕은 누구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웠습니까?

애1장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는 범죄하여 타락한 것을 음녀로 비
유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처럼 타락하여 음녀처럼 되었습니까?

렘41장

 그다랴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2장

 처녀 예루살렘(이스라엘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경고와 미혹케 할 것만 보다가 멸망받았는데 누구 때문 입니까?

애3장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애4장

 누구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까?

애5장

 폐허가 되어서 여우의 놀이터가 된 곳은 어디입니까?

렘42장

렘43장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은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서 애굽 땅을 치게 하셨습니까?

렘44장

 애굽의 바로왕의 개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렘45장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것과 심으신 것을 어떻게도 하십니까?

렘46장

 하나님은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누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