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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32) 

2019년 9월 22일(주일) - 2019년 9월 28일(토) 

 

이름:  

  

9월 22일 (주일) 

시편 2-5편, 히브리서 6장 

1. (시 2편)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며 메시야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왕으로 세우셨

습니까? 

 

2. (시 3편) 다윗이 그 많은대적 가운데서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3. (시 4편) “주께서 (                                 )

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4. (시 5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

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5. (히 6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                  )

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              )한 데로 나

아가야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9월 23일 (월) 

시편 6-7편, 히브리서 7장 

6. (시 6편) 다윗은 탄식이 아닌 ‘원수들이 부끄

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7. (시 7편) 여호와께서 ‘그의 칼을 갈고 활을 당

기어 이미 심판을 예비하신 까닭은 무엇입니

까? 

 

 

8. (히 7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다

른 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실 필요

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9월 24일 (화) 

시편 8-9편, 히브리서 8장 

9. (시 8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에게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것들을 향하여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10. (시 9편)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의

지하게 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11. (히 8장) 새 언약 가운데 더 아름다운 직분, 

‘셀라’는 시의 한 연이 끝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용어로서 이 말은 ‘들어올리다’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 ‘살랄’에서 파생된 

단어 입니다. ‘높임’ 혹은 ‘중지’의 뜻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셀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높이 

올리라는 일종의 음악적 지시어(예: 

크레센도_점점크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톰슨주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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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에 앉아계신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9월 25일 (수) 

시편 10-11편, 히브리서 9장 

12. (시편 10편)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을 멈추

지 않는 이유로서 교만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

여 갖고 있는 멸시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13. (시편 11편)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됩니까? 

 

 

14. (히 9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

아지의 피가 아닌 ‘그 무엇’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까? 

 

 

9월 26일 (목) 

시편 12-13편, 히브리서 10장 

15. (시 12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눌림을 보

시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인도해주십니까? 

 

 

16. (시 13편) 모든 환란 가운데 ‘구원의 기쁨’

을 위해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

니까? 

 

 

17. (히 10장)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습니까? 

 

 

9월 27일 (금) 

시편 14-15편, 히브리서 11장 

18. (시 14편)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19. (시 15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로

서 성경이 나열하는 여러특징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할 실천사항은 무엇입니까? 

 

 

20. (히 11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월 28일 (토) 

시편 16-17편, 히브리서 12장 

21. (시 16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항상 누구의 곁에서 머물러

야 합니까? 

 

 

22. (시 17편) 주께서 다윗의 흠을 찾지 못한 까

닭은 다윗이 결심하고 ‘무엇’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23. (히 12장) 때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는 우리가 어떤 자임을 드러내 줍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