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장 본 장은 이스라엘의 회복(1-22절)과, 유다의 회복과
축복(23-26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그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하나요?

35장 본 장에서는 한 족속 사람들의 순종을 예로 들며,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더욱 드러내시며 책망하고 있
습니다. 선조 요나단의 규범에 따라 집도 짓지 않고 장
막에 거하면서 포도원을 재배하거나 포도주를 입에 대
지 아니한 족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2장 본 장은 예레미야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 투옥된 상태에서 토지
를 매입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
게 토지매입을 명하셨나요? (힌트 44절)

36장 본 장은 ‘두루마리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받아 적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33장 본 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그리고
메시야에 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공의로
운 가지”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
다. 그 한 가지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였나요?

34장 본 장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모두 찾아보세요.
1) 이 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줄 것이다.
2)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3)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4) 사람들은 너의 죽음을 마땅하다 여길 것이다.

39장 본 장은 끝내 돌이키지 않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다음 일을 겪은
비참한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남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했다.

40장 본 장은 예루살렘 함락 후,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석방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1)어디로
가서 2)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37장 본 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감옥뜰에
머물게 하며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41장 본 장에는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과 요하난의 추
격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행한 악행들을 적어보세요.

38장 본 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히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42장 본 장에서, 애굽으로 가려는 요하난 일행은 예레미
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이 살
기 위해 어느 나라로 가면 오히려 거기서 죽을 것이라
고 가지 말라고 하시나요?

43장 본 장에서는 요하난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하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이 장차 누구의 손에
정복 될 것을 예언하나요?

44장 본 장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
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지 관계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1)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2)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3)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모두 칼과 기근
에 죽을 것이다.
4)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45장 본 장은 36장의 시점과 같은 여호와김 왕 4년의 일
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책에 기
록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46장 46장에서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9개
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본 장은 애굽 군대의 패망
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쳐들어와 애굽을 멸
망시키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47장 본 장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홍수처럼 밀려와 남쪽을 침공할 때 블레셋도
진멸 당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남은 자들은 섬으로 도망
하지만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망
한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48장 본 장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모압이 멸망하
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9장 본 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을 예언합니다.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것은 어
느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인가요?

50장 본 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
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1장 본 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준 바벨론 멸
망에 관한 책을 그들에게 다 읽어서 알린 후 그 책에
돌을 달아 어느 강물에 던졌나요?

52장 본 장은 예루살렘 성의 하락에 대해서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바벨론왕이 그를 옥에서 석방하고
2) 포로신세로 죄수복을 입고도 왕과 한상에서 먹었고
3) 죽을 때까지 생계비를 일정하게 지원 받았고
4) 바벨론 왕이 친절을 베풀어주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본 장은 함락된 예루살렘 성읍의 참
상을 보며 슬퍼하는 선지자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본 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4장에서 공통적
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2장 본 장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뢰는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
)을 행하시고,
옛날에 (
)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
)
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
)
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