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9

Through the Bible #39

이사야 24장 ~ 44장 (2014. 10. 5. ~ 10. 11.)

Isaiah 24 ~ 44 (2014 week #39)

이름:

목장:

Name:

문제

답

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칼로 죽이시겠다고 하신 날랜 리워야단

뱀 곧 꼬불꼬불한 뱀의 다른 이름은?

27:1

⑵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 시온 산을 치는

⑶
⑷
⑸

⑹

⑺
⑻

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갈증
이 있는 것 같이 어떤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고 했나요?
"가만히 앉은 라합"은 어느 나라를 일컬음인가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가 무
엇을 보호실 것이라고 했나요?
다음 중 높은 곳에 거하게 되며 견고한 바위가 요새
가 되며 물과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의롭게 행하는 자
② 정직히 말하는 자
③ 토색한 재물을 취하는 자 ④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에 에돔에 임할 사건이 아
닌 것은? 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함
②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변함
③ 궁궐에 가시나무가 남 ④ 모든 방백이 없어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앗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를 상대했던 3 사람의 이름은?

열방의 무리
29:8
애굽 30:7
예루살렘
31:5

③ 토색한

재물을 취하는
자
33:15-16

②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됨
34:8-15
엘리아김, 셉나
요아 36:3

아드람멜렉과
사례셀 37:38
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무엇을 한 뭉치 무화과
그의 종처에 붙이면 그가 나을 것이라고 했나요?
38:21
⑽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한 죄가 아닌 것은?
④ 희생의 기름
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함
으로 여호와를
②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함
흡족하게 함
③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함
43:22-24
④ 희생의 기름으로 여호와를 흡족하게 함
앗수르의 산헤립 왕을 칼로 죽인 자들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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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Shepherd Group(목장):

Question
Answer
⑴ What is another name for the gliding and coiling
serpent that the LORD will punish with his sword? Leviathan 27:1
⑵ Who will be like "a hungry man dreams that he is
eating, but he awakens, and his hunger remains;
and a thirsty man dreams that he is drinking, but
he awakens faint, with his thirst unquenched?“
⑶ Which country is called "Rahab the Do-Nothing"?
⑷ Like birds hovering overhead, what will the LORD
Almighty shield?
⑸ Who will not dwell on the heights, whose refuge
will not be the mountain fortress, whose bread and
water will not be supplied? ① He who walks
righteously ② He who speaks what is right
③ He who takes gain from extortion
④ He who refuses to accept bribes
⑹ What will not happen to Edom on the day of the
LORD's vengeance? ① The desert owl and
screech owl will possess the land. ② The burning
sand will become a pool. ③ Thorns will overrun
her citadels. ④ All her princes will vanish away.
⑺ Name 3 people who went out to the filed
commander that Sennacherib king of Assyria sent
to threaten the people in Jerusalem.
⑻ Name 2 people who killed Sennacherib king of
Assyria with the sword?
⑼ When Hezekiah was ill to the point of death, what
did Isaiah tell him to prepare and apply it to the
boil to be recovered?
⑽ Which is not the sin that the Israelites committed
against the LORD? ① not calling upon the LORD
② not honoring the LORD with sacrifices
③ not bringing sheep for burnt offerings
④ lavishing on the LORD the fat of sacrifices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the hordes of all
the nations that
fight against Mt.
Zion, 29:8
Egypt, 30:7
Jerusalem
31:5

③

He
who
takes gain from
extortion
33:15-16
② The burning
sand
will
become a pool.
34:8-15
Eliakim Shebna
Joah
36:3
Adrammelech,
Sharezer, 37:38
a poultice of
figs
38:21

④ lavished on
the LORD the
fat of sacrifices.
43:22-24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