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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29) 

2019년 9월 1일(주일) - 2019년 9월 7일(토) 

 

이름:  

 

9월 1일 (주) 

에스더 6-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에 6장)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질문을 들은 

‘하만’은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

로 생각했습니까? 

 

 

2. (에 7장) ‘하만’이 매달린 장대는 본래 누가 

누구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까? 

 

 

3. (에 8장) ‘하만’의 계략으로 쓰인 조서를 취소

하고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조서의 내용

은 누가 시키는 대로 작성되었습니까? 

 

 

4. (에 9장) 멸망 받을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원

수를 진멸하고 구원받은 두 날을 기념하기 위하

여 ‘부르’의 이름을 따라 유다인들이 지킨 기념

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 (살후 2장) 미혹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자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9월 2일 (월) 

에스더 10-욥기 1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6. (에 10장) 바사 왕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

으로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7. (욥 1장) 사탄은 욥의 ‘무엇’을 치면 그가 틀

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게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까? 

 

 

8. (살후 3장) 바울은 선을 행할 때 ‘무엇’을 하

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9월 3일 (화) 

욥기 2-3장, 디모데전서 1장 

9. (욥 2장)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0. (욥 3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있는 

욥은 차라리 ‘무엇’이 자신에게 허락되길 간절

히 원하고 있습니까? 

 

11. (딤전 1장)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무

엇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

까? 

 

9월 4일 (수) 

욥기 4-5장, 디모데전서 2장 

12. (욥 4장)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망하여 고난 

받는 까닭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13. (욥 5장) 빈칸을 채워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            )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

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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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딤전 2장) 바울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

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월 5일 (목) 

욥기 6-7장, 디모데전서 3장 

15. (욥 6장)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16. (욥 7장) 품꾼이 그의 삯을 기다리듯 여러 

달째 계속 되는 고통으로부터의 안식을 기다렸

던 욥이 결국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17. (딤전 3장) 집사의 마지막 조건은 무엇입니

까? 

 

 

 

9월 6일 (금) 

욥기 8-9장, 디모데전서 4장 

18. (욥 8장)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

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권면은 욥의 친구 중  

누가 한 말입니까? 

 

19. (욥 9장) 욥은 이제 와서 불평을 잊고 하나

님을 향하여 얼굴빛을 고치며 즐거운 모양을 하

고 깨끗해지기 위하여서 하는 그 어떤 회개의 

노력도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지울 수 없을 만

큼 크고 짙은 것이기 때문 

②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정죄’는 이미 자

신에게 작정 되어 있는 것이기에 

 

 

20. (딤전 4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

고’ 무엇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

니까? 

 

 

9월 7일 (토) 

욥기 10-11장, 디모데전서 5장 

21. (욥 10장)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묻고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2. (욥 11장)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                               )” 

 

 

23. (딤전 5장)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

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