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44

Through the Bible #44

에스겔 19장 ~ 39장 (2014. 11. 9. ~ 11. 15.)
이름:

Ezekiel 19 ~ 39 (2014 week #44)

목장:
문제

답

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에서 유다 왕국을 상징 포도나무

하는 “어머니”는 암사자와 또 무엇으로 비유되었나요?
⑵ 에스겔은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
오도록 그려야 했습니다. 두 길은 어느 두 성읍으로
이르는 길이었나요?
⑶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 중 누가 간음함이 심하며 더 부패하였나요?
⑷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유
다 족속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되는 족속은?
⑸ 두로와 상거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① 두발
② 메섹
③ 아람
④ 아셀
⑹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시
겠다고 하셨나요?
⑺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에서 바로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나요?
⑻ 하나님은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악인이 그의 죄로 인하여 죽게되었을 때 그 악인의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셨나요?
① 이스라엘 백성 ② 에스겔 ③ 하나님 ④ 악인
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두 막대기 예화는 두 나라의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번영
② 분단
③ 연합
④ 파멸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할
매장지의
이름은 무슨
⑽
골짜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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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pherd Group(목장):

Name:

19:1-10
랍바, 예루살렘
21:20
오홀리바
23:11
암몬 족속
25:1-3

④ 아셀
27:10-13
느부갓네살 왕
30:10
악어
32:2

② 에스겔
33:8

③ 연합
37:15-28
하몬곡의 골짜기
39:11

점수

Question
⑴ In a lament concerning the princes of Israel, "your
mother", meaning the kingdom of Judah, was
described as a linoess and what?
⑵ The LORD told Ezekiel to mark out 2 roads for the
sword of the king of Babylon to take. What 2 cities
were these 2 roads supposed to come against?
⑶ Who was more depraved, Oholah representing
Samaria, or Oholibah representing Jerusalem?
⑷ Who said "Aha!" over the sanctuary when it was
desecrated and over the land of Israel when it was
laid waste and over the people of Judah when they
went into exile, and got punished by the LORD?
⑸ Who did NOT do business with the city of Tyre?
① Tubal
② Meshech
③ Aram
④ Asher
⑹ By whose hand will the Lord put an end to the
hordes of Egypt?
⑺ In a lament concerning Pharaoh king of Egypt,
Pharaoh was described as a lion and what?
⑻ Who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 wicked man's
blood when Ezekiel as a watchman does not warn
the wicked from his ways?
① the Israelites
② Ezekiel
③ God
④ the wicked man
⑼ What does the object lesson of the two wooden
sticks in Ezekiel chapter 37 represent?
① 2 countries' prosperity ② 2 countries' division
③ 2 countries being united ④ 2 countries' destruction
⑽ What is the name of the valley where Gog and all
his hordes were to be buried?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Answer
a vine
19:1-10
Rabbah and
Jerusalem
21:20
Oholibah
23:11
the Ammonites
25:1-3
④ Asher
27:10-13
Nebuchadnezzar
30:10
a monster in
the seas, 32:2
② Ezekiel
33:8
③ 2 countries
being united
37:15-28
Valley of Hamon
Gog, 39:11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