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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03) 

2019년 1월 13일(주일) - 2019년 1월 19일(토) 

 

이름:  

 

1월13일 (주) 

창세기33-36장, 마태복음 15장 

1. (창33장) ‘에서’와 재회 후 헤어진 야곱이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땅으로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2. (창34장) ‘세겜’에게 욕보인 야곱의 딸 ‘디나’의 

복수를 위해 세겜 백성을 속여 기습하고 칼로 모

든 남자를 죽였던 야곱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

입니까? 

 

3. (창35장) 야곱이 헤브론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이삭을 만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4. (창 36장) 이삭의 장자 ‘에서’는 왜 ‘세일 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5. (마15장) 입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것보다 입

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

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

입니까? 

 

 

1월14일 (월) 

창세기37-38장, 마태복음 16장 

6. (창37장) 요셉이 형들을 만났던 장소이며, 그가 

형들에 의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

들(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던 장소는 어디입니

까? 

 

7. (창38장)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8. (마16장)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외워보세요. 

 

 

 

1월15일 (화) 

창세기39-40장, 마태복음 17장 

9. (창39장)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

고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은 본래 어떤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까? 

 

10. (창40장)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

에 나타난 ‘세 가지’와 ‘세 광주리’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 (마17장)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 세겔’의 세금

을 요구하는 세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것과 베드

로의 것을 대신 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열어 

그 돈, 곧 ‘한 세겔’을 가져오게 하십니까? 

 

 

 

1월16일 (수) 

창세기41-42장, 마태복음 18장 

12. (창41장)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각

각 무엇입니까? 

 

13. (창42장) 야곱은 왜 애굽으로 곡식을 얻는 일

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습니까? 

2019년 매일 성경은 ‘지명’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업로드 되어 있는 성서지도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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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18장) 일 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왜 다시 감옥의 옥졸들에게 넘겨졌습니까?  

 

 

 

1월17일 (목) 

창세기43-44장, 마태복음 19장 

15. (창43장)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는 야곱에

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스스로 담보가 

되어 베냐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노라 다짐한 아들

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6. (창44장) ‘베냐민’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유

다의 변’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                  )이 서로 하나로 묶

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

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

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

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17. (마19장)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생각 되어집

니까? 

 

 

 

 

 

1월18일 (금) 

창세기45-46장, 마태복음 20장 

18. (창45장)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며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은 믿음 가운데 자신의 고

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9. (창46장)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스라엘)의 

가족들과(70명) 그들의 가축들은 어디에 정착할 

예정입니까? 

 

 

20. (마20장) 26~28절을 기록하고 외워보세요 

 

 

 

 

 

 

 

 

 

1월19일 (토) 

창세기47-48장, 마태복음 21장 

21. (창47장) 본 장에서 ‘고센 땅’은 또 다른 이름

으로 표현됩니다. 훗 날 애굽의 국고성 이름으로

도 사용되었던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22. (창48장) 벧엘의 ‘옛 이름’으로서, 본 장에서 

야곱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기에게 

복을 주시며 ‘자녀의 번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

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3. (마21장) 세리들과 창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