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 1장 미가서는 모레렛 사람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미가의 활동시기는 북이스라엘
이 멸망당하기 직전 기원전 700년 전후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최악의 시기였는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소망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
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심판을 받는 두 나라는 누구인가요?

5장 본장에서 미가는 메시야의 탄생과 사역을 예언합니
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메시야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 어디에 인용되었나요?
1) 마태복음 2:6
2) 마가복음 1:3
3) 누가복음 1:32
4) 요한복음 1:1

나훔 1장 나훔 선지자의 사명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
니다. (니느웨는 1세기 전에 요나에 의해 하나님의 경고
를 받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금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은 주전 612년에 있었던
앗수르의 멸망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메시야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을까요?

2장 본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 &
종교적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요절을 찾아 써 보세요.

6장 본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회개, 선한 것은 무엇인지
2가지를 골라 보세요.
1)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
2)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3)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4)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는 것

2장 본장에서 나훔은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니느웨 성의 멸망
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음
2) 공허하고 황폐함
3) 거민의 무릎이 서로 부딪힘
4) 거민들의 모든 낯이 빛을 되찾음

7장 본장에서 미가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하며,
범죄한 인간이 갖춰야 할 자세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복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교훈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
),
우리의 모든 죄를 (
)에 던지실 것
입니다.

3장 본장에서 나훔은 니느웨의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사악한 니느웨에 대한 나훔의 경고는, 그곳 백성이
산에 흩어져 다시는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슬픈 말로 끝맺습니다.
다음 중 니느웨 성의 멸망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
가요?
1) 피의 도성이며 거짓과 포악이 가득함
2) 음행과 마술이 가득함
3)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킴
4) 선지자들을 핍박함

3장 본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1) 우두머리들은 (
)을 위하여 재판하고,
2) 제사장들은 (
)을 위하여 교훈하며
3) 선지자들은 (
)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4장 본장은 끝날에 여호와께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에
대해 기록합니다.
“만민이 각각 (
)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
)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박국 1장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유다의 불의에 대하
여 침묵하시는가 였습니다.(2-4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납고
성급한 백성- 어느 민족을 사용하신다고 하나요?

2장 1:12-17절에 나타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왜 더 악한 백성인 갈대아 인을 사용하여 유다를 치시
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묵시는 (
)가 있나니, 그 종말이
(
) 이르겠고, 결코 (
)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
).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를 친 갈대아인들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파멸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4절)
3장 마침내 하박국은 모든 의구심을 버리고,
본 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담긴 17-18절을 써 보세요.

스바냐 1장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였던 스바냐 선지자
는 유다와 열국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 그들
에게 닥칠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에 두루 다니시며 벌하실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나요?

2장 본장에서 스바냐는 ‘회개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여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두 자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두 자손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요?

3장 본장에서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선언에
이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시온의
딸이 노래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여호와의 형벌이 제하여졌으므로
2) 원수를 쫓아 내었으므로
3)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으므로
학개 1장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인 학개의 사역은,
귀환한 백성들을 격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건축을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힌트 14절)

2장 성전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후,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다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스룹바벨아, (
).
여호수아야, (
).
이땅 모든 백성아, (
).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2장 본장에는 스가랴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각 환상이 뜻하는 내용이 옳은 것들로 연결해 보세요.
*환상의 제목
1)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환상 - (
2)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 환상 - (
3)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 - (
)

)
)

*환상의 내용
A. 유다를 괴롭히던 이방 강국들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회복 될 것이다.
B.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그치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 될 것이다.
C. 성곽을 짓기 위하여 측량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만,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
살렘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3장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벗고 성결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힌트 4절)

4장 스가랴 선지자가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안에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며, 마치 두 감람나무가 등잔의
기름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장은 성전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누구를 격려하기
위한 환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