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장 본장은 메시야가 장차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인
들까지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디에 새겼
다고 하셨나요?

53장 본장에는 고난 받는 종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
태도, 고난의 목적 등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메시야(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하나요?

57장 이사야는 계속해서 본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또한 회개하는 자에
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
)에 계시지만,
동시에 (
)하고 마음이 (
)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50장 본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힌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며, 백성들에게 신실한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유로 팔렸고,
그 어미는 어떠한 이유로 내보냄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54장 본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룹니다.
1) 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로 비유했나요?

58장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 적인 예배 행위
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
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 받는 복을
찾아 써 보세요.

51장 본장에서 이사야는 “남은자들”을 위로하고 권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인가요?
(힌트 19절)

55장 본장은 이스라엘과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찾아 써 보세요.

59장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
의 주도적인 구원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2장 본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선포되며(1-6절), 남은 자들의 귀환(7-12
절)을 기록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6장 본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초청(1-8절)과
잘못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9-12)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지도자들)
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60장 본장에서 이사야는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
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시는 날에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그러나 5절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남편,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요?

61장 본장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메시야 곧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짐을 예언합니다.
1-2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를 말하나요?
(누가복음 4:16-21절을 참고하세요)

65장 본장은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3장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완약함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누가 누구를 속이고 떠나감 같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나요? (힌트 20절)

62장 이사야는 본장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야 왕국
이 실현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다시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시나요?
(이 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결혼
한 여자입니다)

66장 본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으로, 심판과 위로,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여호와)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무엇이 항상
있으리라고 하셨나요?

4장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 무엇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었나요?

63장 본장은 메시야의 심판사역(1-6절)과 남은 자들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
)안에 공통적
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 써 보세요.
“주는 우리 (
)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
)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64장 본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
는 기도를 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
)
으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본장은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보게 되는
2가지 환상은 무엇인가요?

2장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분에게서
떠난 유다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2가지 악이 무엇이었나요?

2) 무엇을 행하기에는 무지하였나요?

5장 본장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예루살렘 거리에서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6장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바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는 대신,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말로 백성의 귀만 즐겁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