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8

Through the Bible #38

이사야 1장 ~ 23장 (2014. 9. 28 ~ 10. 4.)

Isaiah 1 ~ 23 (2014 week #38)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기간에 유다를 통치 4
⑵

⑶
⑷
⑸

⑹
⑺

했던 왕은 총 몇 명이었나요?
다음 중 시온의 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한 심판이 아닌 것은?
① 대머리
② 장신구를 제하심 ③ 띠 ④ 정수리에 딱지가 생김
주께서 무엇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
다고 했나요? (
)하는 영과 (
)하는 영으로
어느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나요?
이사야는 누구에게 주께서 친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나요?

1:1
③ 띠
3:17-24

심판 소멸
4:4
웃시야
6:1
아하스
7:12-14
스알야숩
마헬살랄하스바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7:3 8:3
아침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 계명성
14:12
었으며 땅에 찍힌 자의 이름은?

⑻ 다음 중 이사야가 받은 경고에

라는?

포함되지 않은 나 ④ 한국

① 바벨론 ② 앗수르 ③ 애굽 ④ 한국
⑼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몇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나요?
⑽ 두로가 황무해져서 어느 도시의 배들이 슬피 부르
짖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했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3년
20:3
다시스
23:1

점수

Question
⑴ How many kings of Judah reigned during the
time over which Isaiah prophesied?
⑵ Which did the LORD NOT DO about the
haughtiness of the women of Zion?
① baldness ② snatch away their finery
③ a sash ④ sores on the heads
⑶ By what kind of spirit will the Lord wash away
the filth of the women of Zion?
by a spirit of (
) and a spirit of (
)
⑷ In the year of which king's death did Isaiah see
the Lord seated on a throne?
⑸ Which king did Isaiah say that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⑹ Who were the two sons of Isaiah?
⑺ Name the son of the dawn who had fallen from
heaven, and had been cast down to the earth
and once laid low the nations?
⑻ Isaiah saw oracles concerning some nations.
Which nation was NOT one of them?
① Babylon ② Assyria ③ Egypt ④ Korea
⑼ How long had Isaiah gone stripped and barefoot
as a sign and portent against Egypt and Cush?
⑽ The ships of what city will wail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Tyre and its harbor?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Answer
4
1:1

③ a sash
3:17-24
judgment fire
4:4
Uzziah
6:1
Ahaz
7:12-14
Shear-Jashub,
Maher-Shalal-Ha
sh-Baz. 7:3,8:3
Morning star
14:12

④ Korea
13~19
3 years
20:3
Tarshish
23:1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