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46

Through the Bible #46

호세아, 요엘, 아모스 (2014. 11. 23. ~ 11. 29.)
이름:

Hosea, Joel, Amos (2014 week #46)

목장:

Name:

문제

답

⑴ 어느 이스라엘 왕(유다 왕이 아님) 시대에 여호와의 여로보암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나요?

호 1:1

⑵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무엇과 같다고 하 ①

셨나요?

① 사자

② 호랑이

③ 말

④ 용

호 5:14

⑶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무엇과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 비둘기

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간다고 했나요?

호

7:11

⑷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저들의 죄로

인하여 어떤 나라 사람이 저들의 임금이 된다고 하셨 앗수르 사람
호 11:5
나요?
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아서 이
이슬
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
호 14:5
가 박힐 것이라고 하셨나요?
⑹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을 예언한 선지자는? 요엘, 욜 1:4
⑺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하늘과
④
땅에 베푸신다고 한 이적이 아닌 것은?
욜 2:30
① 피
② 불
③ 연기기둥 ④ 전염병
⑻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
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③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나라는?
암 1장-2장
① 다메섹 ② 가사 ③ 애굽
④ 유다
⑼ 자신은 선지자나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고 목자라고 아모스
말한 선지자는?
암 7:14
⑽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중 아모스가 하나님 ①
께 간구해서 뜻을 돌이키신 환상은 무엇인가요?
① 불 ② 다림줄 ③ 여름 과일 한 광주리 ④ 문지방 암 7장-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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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Shepherd Group(목장):

Question
Answer
⑴ During the reign of which king of Israel(NOT Jeroboam
Judah) did Hosea prophesy?
⑵ The LORD said he would be like what animal to
Israel and Judah?
① a lion ② a tiger ③ a horse ④ a dragon
⑶ To what is Ephraim likened because it is easily
deceived and senseless, calling to Egypt and
turning to Assyria?
⑷ The LORD said to Hosea which country will rule
over Israel because they refuse to repent?
⑸ The LORD said to Hosea that what will He be like
to Israel that Israel will blossom like a lily and
send down his roots like a cedar of Lebanon?
⑹ Name the prophet who prophesied 4 types of
locusts that would destroy the agriculture of Israel.
⑺ According to Joel which is NOT the wonders that
the LORD will show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on the judgment day?
① blood ② fire ③ billows of smoke ④ a plague
⑻ Because of the sins of the following people, the
LORD said to Amos that he will not turn back His
wrath upon them. Which is NOT one of them?
① Damascus ② Gaza
③ Egypt ④ Judah
⑼ Name the prophet who said "I was neither a
prophet nor a prophet's son, but I was a shepherd."
⑽ The LORD showed Amos 5 visions of judgment
against Israel. Which one did the LORD relent and
did not happen?
① fire ② a plumb line
③ a basket of ripe fruit ④ thresholds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Hos 1:1
①
Hos 5:14
a dove
Hos 7:11
Assyria
Hos 11:5
the dew
Hos 14:5
Joel
Joel 1:4
④
Joel 2:30

③
Am 1-2
Amos
Am 7:14
①
Am 7-9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