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45

Through the Bible #45

에스겔 40장 ~ 48장, 다니엘 1장 ~ 12장 (2014. 11. 16. ~ 11. 22.)
이름:

목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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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pherd Group(목장):

Name:
답

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전의 문 벽 위에는 무슨 나무 종려, 겔 40:16

가 새겨있었나요?
⑵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에서부터 오는 환
상을 보았나요? ① 동쪽 ② 서쪽 ③ 남쪽 ④ 북쪽
⑶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
게 하신 이유는 누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인가요?
⑷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성실하게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
구의 자손들이었나요?
⑸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로 된
강 좌우가에서 자란 과실나무의 잎사귀는 무엇이 된
다고 하셨나요?
⑹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을 어느 평지에 세웠나
요?
⑺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서 나타난 손가락들이 쓴 글
의 해석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메네: 왕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② 메네: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③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④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
⑻ 벨사살 왕 제 삼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나타난
숫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⑼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나
타난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⑽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 일어날
큰 군주의 이름은?

Ezekiel 40 ~ 48, Daniel 1 ~ 12 (2014 week #45)

/26/31/34/37
① 동쪽
겔 43:2
하나님
겔 44:2
사독
겔 44:15
약재료
겔 47:12
두라 평지
단 3:1
①
단 5:26-28
헬라 왕
단 8:21
세마포
단 10:5
미가엘
단 12:1

점수

Question
⑴ In Ezekiel’s vision of a new temple, the projecting
walls were decorated with what trees?
⑵ Ezekiel saw the glory of the God of Israel coming
from which direction?
① the east ② the west ③ the south ④ the north
⑶ The outer gate of the sanctuary facing east was to
remain shut because who entered through it?
⑷ When the Israelites went astray from the LORD,
whose descendants faithfully carried out their duties
as Levite priests?
⑸ In Ezekiel's vision, for what will the leaves of the
fruit trees that grow on both banks of the river be
used?
⑹ On which plain did King Nebuchadnezzar make an
image of gold and set it up?
⑺ Which is NOT the right interpretation of the writing
on the wall that appeared at the King Belshazzar's
great banquet?
① Mene: Belshazzar's kingdom will last forever.
② Mene: God brought Belshazzar’s kingdom to an end.
③ Tekel: Belshazzar was weighed and found wanting.
④ Peres: Belshazzar’s kingdom was divided.
⑻ In Daniel’s second vision during the reign of King
Belshazzar, what does the goat represent?
⑼ In Daniel’s vision during the reign of Cyrus king of
Persia, he sees a man dressed in what?
⑽ At the end time, the great prince will arise to
protect the Israleites. What is the name of this
great prince?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Answer
Palm trees
Eze 40:16
① the east
Eze 43:2
God
Eze 44:2
Zadok
Eze 44:15
Healing
Eze 47:12
on the plain of
Dura, Dan 3:1

①
Dan 5:26-28

King of Greece
Dan 8:21
Linen
Dan 10:5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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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