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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성경공부 (20-49) 
2020년 11월 29일(주일) - 12월 05일(토) 

 

이름:  

 

11월 29일 (주일) 

에스겔 36-40장 

1. (겔 36 장) 빈칸을 채워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                        )을 

제거하고 (                        )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 (겔 37 장) 마른 뼈에 ‘무엇’이 들어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3. (겔 38 장) 끝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고 하십니까? 

① 곡       ② 벨사살   ③ 다리오  ④ 에스겔  

 

 

4. (겔 39 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알게 된다. 

②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③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된다. 

 

 

 

5. (겔 40 장)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이스라엘 성읍에 이르니 거기에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무엇을 들고 문에 서 있었습니까? 

 

 

11월 30일 (월) 

에스겔 41-43장 

6. (겔 41 장) 성소를 측량하니 그 넓이는 몇 

척이었습니까? (척: 53cm) 

 

 

7. (겔 42 장) 성전 사면 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 20 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8. (겔 43 장)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영이 그를 

들어 성전 안뜰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성전에서 

무엇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까? 

 

 

12월 1일 (화) 

에스겔 44-46장 

9. (겔 44 장) 여호와께서 산업이 되어 주신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들의 양식과 필요를 얻게 

됩니까? 

 

① 각 지파가 내는 의무적인 세금을 통해서 

② 직접 농사를 짓고 수고한 수입을 통해서 

③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과 열매의 십일조를 통해 

 

 

10. (겔 45 장)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1. (겔 46 장) 아침마나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12월 2일 (수) 

에스겔 47-다니엘 1장 

12. (겔 47 장) 어디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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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겔 48 장)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 그 성읍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 이름의 뜻은 

“주가 저곳에 임하심”입니다. 

 

 

14. (단 1 장)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2월 3일 (목) 

다니엘 2-4장 

15. (단 2 장)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그의 친구 ‘누구’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후에 ‘사드 락, 매삭, 아벳느고’라고 

개명됩니다) 

 

 

16. (단 3 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은 그 풀무 속에서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는 몇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게 됩니까? 

 

 

 

17. (단 4 장)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며 

교만할 때 쫓겨나 풀을 뜯어 먹게 되었습니까? 

 

 

 

 

 

 

12월 4일 (금) 

다니엘 5-7장 

18. (단 5 장) 벨사살 왕이 잔치를 배설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씨는 무엇이었으며 

 그 가운데 ‘데겔’의 뜻은 무엇입니까? 

 

 

 

 

19. (단 6 장) 바벨론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계책을 세운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0. (단 7 장)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짐승들 

가운데 네번째 짐승은 몇 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까? 

 

 

12월 5일 (토) 

다니엘 8-10장 

21. (단 8 장) 더럽혀진 성소가 얼마 후에 다시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2. (단 9 장) 다니엘이 결심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① 정의, 공의 

② 정의, 주의 화평 

③ 사랑, 긍휼 

④ 공의, 긍휼 

 

 

23. (단 10 장) 바사 군주가 나간 후에는 어떤 

군주가 이르게 될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