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41

Through the Bible #41

예레미야 1장 ~ 26장 (2014. 10. 19. ~ 10. 25.)

Jeremiah 1 ~ 26 (2014 week #41)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베냐민 땅 어느 지역의 아나돗

제사장이었나요?
⑵ 유다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
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
들이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⑶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
겠다고 했나요?
⑷ 유다 백성이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 우상숭배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
고 무슨 골짜기라고 말하리라고 했나요?
⑸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을 책망하시기 위해 예레미야에
게 베띠를 어디의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나요?
⑹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
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① 하나님 ② 예레미야 ③ 거짓 선지자 ④ 모세
⑺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무엇을
팠나요?
⑻ 하나님은 유다의 파멸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레미야에
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⑼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웠던 제사장 바
스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은?
⑽ 예레미야와 우리야 둘 다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
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리라고 예언했습니
다. 우리야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예레미야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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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pherd Group(목장):

Name:

1:1

터진 웅덩이
2:13
1명
5:1
죽음
7:32
유브라데
13:4

③
14:13
구덩이
18:20
깨뜨리라고
19:10
마골밋사빕
20:3
사반의 아들
아히감
26:24

점수

Question
⑴ Jeremiah‘s father, Hilkiah, was one of the priests
at which city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⑵ People of Judah have committed two sins,
forsaking the LORD and digging their own cisterns.
What kind of cisterns have they dug?
⑶ God wanted to forgive Jerusalem if he can find how
many people who deal honestly and seek the truth?
⑷ The people of Judah have built the high places of
Topheth to burn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fire.
What did the LORD say that people will call the place
instead of Topheth or the Valley of Ben Hinnom?
⑸ The LORD rebuked the pride of Judah and told
Jeremiah to hide a linen belt in a crevice in the
rocks at where?
⑹ Who said “You will not see the sword or suffer famine.
Indeed, I will give you lasting peace in this place?”
① God ② Jeremiah ③ false prophet ④ Moses
⑺ What did the people of Judah dig to harm Jeremiah?
⑻ In order to tell the people of Judah about the
disaster the LORD was going to bring on Jerusalem,
what did the LORD tell Jeremiah to do to the clay jar
while those who go with him were watching?
⑼ What new name did the LORD give to the priest Pashhur
who had beaten Jeremiah and put in the stocks?
⑽ Both Jeremiah and Uriah prophesied to the people
of Judah that the LORD will bring the disaster if
they do not turn from their evil way. Uriah was
killed by the people of Judah but who supported
Jeremiah not to be put to death?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Answer
Anathoth
1:1
broken cisterns
2:13
one
5:1
the Valley of
Slaughter
7:32
Perath
13:4

③
14:13
a pit, 18:20
break it
19:10
Magor-Missabib
20:3
Ahikam
son of Shaphan
26:24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