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42

Through the Bible #42

예레미야 27장 ~ 52장 (2014. 10. 26. ~ 11. 1.)

Jeremiah 27 ~ 52 (2014 week #42)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무엇을 만들어 목에 걸라
고 하셨나요?
⑵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의 이름은?
⑶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한 후 그해 몇째 달에 죽
었나요?
⑷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유다 왕의 이름은?
⑸ 선조들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거부한 사람들
은 어디 사람들(족속)이었나요?
⑹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해준 왕궁 내시 구
스인의 이름은?
⑺ 사슬로 결박되어 잡혀가던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사령관의 이름은?
⑻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예언)하지
않으신 나라나 민족은?
① 엘람
② 바벨론
③ 암몬
④ 인도
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어느 쪽에
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나요?
① 동쪽 ② 서쪽 ③ 남쪽 ④ 북쪽
⑽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왕 여호야긴은 바
벨론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 원년 몇째 달 몇째
날에 풀려났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멍에
27:2
여고니야, 28:4
여호야긴/고니야
7째 달
28:17
시드기야, 32:3
레갑
35장
에벳멜렉
38:12
느부사라단
40:1

④ 인도
49-50

④ 북쪽
50:3
12달 25일
52:31

점수

Question
⑴ What did the LORD tell Jeremiah to make out of
straps and crossbars and put it on his neck to
prophesy to all nations that they will serve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⑵ Name the son of Jehoiakim king of Judah, who
was taken captive to Babylon?
⑶ The false prophet Hananiah prophesied against
Jeremiah and died the same year in which month?
⑷ Name the king of Judah who had imprisoned
Jeremiah.
⑸ Who refused to drink wine in order to obey their
forefather's command?
⑹ Name the Cushite who rescued Jeremiah from the
cistern?
⑺ What is the name of the commander of the
imperial guard who freed Jeremiah at Ramah?
⑻ Which country/people was NOT given a message
from the Lord through Jeremiah?
① Elam ② Babylon ③ Ammon ④ India
⑼ The LORD spoke through Jeremiah and said a
nation from which direction will attack Babylon?
① the east ② the west ③ the south ④ the north
⑽ On which day of which month in the year
Evil-Merodach became king of Babylon, was
Jehoiachin king of Judah released from prison?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Answer
a yoke
27:2
Jehoiachin
28:4
7th
28:17
Zedekiah
32:3
the Recabite
family, 35
Ebed-Melech
38:12
Nebuzaradan
40:1

④ India
49-50

④ the north
50:3
25th day of the
12th month
52:31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