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본 장은 유다 백성의 거짓 예배에 대한 책망과 악행 11장 본 장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이 하나님의 언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약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을 향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쫓지 않고 무엇
여,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나요?
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하였나요?

15장 본 장에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 불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
는 위로의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8장 본 장은 유다의 종교지도자들의 범죄 및 백성이 받
을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는
데도 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12장 본 장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해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16장 본 장은 임박한 재앙과 그것에 대한 원인, 그 가운
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시고자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
지사항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9장 본 장은 자신이 부른 애가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는 2가지는 무엇
이라고 하나요?

13장 본 장에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에 교훈을 주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
씀하시나요?

10장 본 장에는, 유다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지으신 것과, 지혜로 세우신 것, 명철로 펴신
것이 무엇인가요?

14장 본 장은 예레미야의 가뭄에 대한 예언과 중보기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라
고 하면서 어떻게 예언하였나요?

17장 본 장에는 유다의 죄와 벌, 예레미야의 간구, 안식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
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요?

18장 본 장의 토기장이 비유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주
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

19장 본 장은 유다의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23장 본 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보여 주기 위해 ‘깨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
)
포합니다. 다음 중 본장에 기록된 유다의 반역이 아닌
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
)
것은 무엇인가요?
다스리며, 세상에서 (
)를
1)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
)는 구원을 받
2)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함
겠고, (
)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3)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
이름은 여호와 (
)라 일컬음을
4) 자신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림
받으리라.”

27장 본 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통치에 대해 관
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
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나요?

20장 본 장은 사명에 따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
미야가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홀에 의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됨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누가 한 말인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
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8장 본 장에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기
록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거짓 평화를 예언하
며 예레미야가 목에 얹고 있는 멍에를 꺾은 거짓 선지
자는 누구인가요?

21장 본 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군대
에 대해 항복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생명의 길로 가는 자며, 누가 사망
의 길로 가는 자인가요?
1) 바벨론이 쳐들어 올 때 성 안에 머무는 자:

24장 본 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의 돌보심과 심판을 대조하여 선포합니다. (좋은 무화
과: 여고나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하
나님의 연단의 불로 정화되고 있었지만, 나쁜 무화과: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백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마음
의 강퍅한 대로 계속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유에 나타나는 무화과 두 광주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25장 본 장은 죄악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1-14
절)과 우상을 섬기는 열국 백성들의 심판(15-38절)을
선포하십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되어 몇 년 동안 바벨론
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요?

29장 본 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을 내려 바벨론 포
로가 되게 하셨지만,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
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2) 성 밖으로 나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

22장 본 장에서는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
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어느 왕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자손 중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26장 본 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백성들에 대하
여 심판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겪은 핍박과 거짓선지자
들로부터의 위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30장 본 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래 회복 및 부흥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포로 된 자들이 회복되어 귀환하게 된
다는 위로의 장인 본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