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48

Through the Bible #48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2014. 12. 7. ~ 12. 13.)
이름:

목장:
답

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벌을 받게 될 자들은 포악과 거짓

습 1:8-9

⑵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를 당하게 되

⑶
⑷
⑸
⑹

⑺

⑻

는 이유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교훈을 받지 않음
②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음
③ 명령을 듣지 않음
④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강조한 선지자는?
학개가 성전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나오는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
나무는 무슨 뜻인가요?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받은 금과 은
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에게 씌웠나요?
① 헬대
② 도비야
③ 여다야
④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통치
할 것이라고 말슴하셨나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무엇이
라 기록될 것이라고 했나요?

④
습3:2
학개
여호수아, 학 1:1
기름부음 받은 자 둘

슥 4:11-14
④ 여호수아
슥 6:11
싹
슥 6:12-13
여호와께 성결
슥 14:20

⑼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무엇의 언 평강

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말 2:5
⑽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
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엘리야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말 4:5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문제

무엇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인가요?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2014 week #48)

점수

Question
⑴ On the day of the LORD's sacrifice, the LORD will
punish people who fill their temple with violence
and what?
⑵ Which is NOT the reason that woe is pronounced
to the city of oppressord, rebellious and defiled?
① accepts no correction ② does not trust the LORD
③ obeys no one
④ draw near to God
⑶ Name the prophet who proclaimed a message to
the people of Judah to rebuild the temple.
⑷ Name the high priest during the time of Haggai
when people started building the temple.
⑸ Zechariah saw a vision of two olive trees on the
right and the left of the lampstand. What is the
meaning of these 2 olive trees?
⑹ Zechariah took the silver and gold from the exiles
who arrived from Babylon and made a crown, and
set it on whose head?
① Heldai ② Tobijah
③ Jedaiah
④ Joshua
⑺ What is the name of the man who will branch
out from his place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and be clothed with majesty and rule on
his throne?
⑻ What will be inscribed on the bells of the horses
on the day of the LORD?
⑼ The LORD said his covenant with Levi is a
covenant of life and what?
⑽ Before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the LORD said He will send the prophet who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Name this prophet.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Answer
deceit
Zep 1:8-9
④
Zep 3:2
Haggai
Joshua
Hag 1:1
the two who
are anointed
Zec 4:11-14
④ 여호수아
Zec 6:11
the Branch
Zec 6:12-13
Holy to the LORD

Zec 14:20
peace
Mal 2:5
Elijah
Mal 4:5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