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진리를 찾아서 #40

Through the Bible #40

이사야 45장 ~ 66장 (2014. 10. 12. ~ 10. 18.)

Isaiah 45 ~ 66 (2014 week #40)

목장:
답

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여호와

자랑하리라고 했나요?
⑵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언제부터 알려주셨나요?
⑶ 하나님께서는 메시야를 무엇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요?
⑷ 의로운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옷이나 양털같이
좀이 먹을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 미치리라
고 하셨나요?
⑸ 다음 중 메시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연한 순 같음
②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싸우심
③ 질고를 아는 자 ④ 버림을 받았음
⑹ 메시야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많은 사
람의 죄를 담당했으며 또한 범죄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⑺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무엇이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
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나요?
⑻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① 흉악의 결박을 풀어 줌 ② 멍에의 줄을 끌러 줌
③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함 ④ 모두 다
⑼ 다음 중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은?
① 거룩한 백성
② 버림받은 자
③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④ 헵시바
⑽ 하나님께서는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먼 섬들로 무엇을 하라
고 보내시나요?
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고
② 하나님의 명성을 전파하라고
③ 뭇 나라들의 모든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④ 모두 다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45:25
시초부터, 46:10
이방의 빛
49:6
세세
51:8

②
52:2-5
기도
53:12
화석류
55:13

④
58:6
②
62:4, 12

④
66:19-20

점수

Question

Answer

⑴ In whom will all the descendants of Israel be found the LORD
righteous and exult?
45:25
⑵
from the
Since when God made known “the end”?
beginning, 46:10
⑶ God said that the Messiah will be a light for whom the Gentiles
and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49:6
⑷ People who insult righteous men will be eaten up
like a garment and wool by the moth and the all generations
51:8
worm, but God's salvation will last through what ?
⑸ Which is NOT a description of the Messiah?
②
① like a tender shoot ② fought for our iniquities
52:2-5
③ familiar with suffering ④ rejected by men
⑹ The Messiah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 made
and bore the sin of many, and what did he do for intercession,
the transgressors?
53:12
⑺ Instead of the thornbush will grow the pine tree,
and instead of briers what will grow and this will the myrtle
be for the LORD's renown, for an everlasting sign, 55:13
which will not be destroyed?
⑻ What is the kind of fasting the Lord has chosen?
① loose chains of injustice ② set oppressed free ④
58:6
③ untie cords of the yoke ④ all of the above
⑼ What is NOT a name that Jerusalem will be
②
called?
① Holy People ② Deserted
62:4, 12
③ Redeemed of the Lord ④ Hephzibah
⑽ The Lord will send some of those who survive to
the nations, Tarshish, Libyans, Tubal, Greece and
④
distant islands to do what?
66:19-20
① proclaim God's glory ② proclaim God’s fame
③ bring all nations to Jerusalem ④ all of the above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