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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성경공부 (20-30) 

2020년 7월 19일(주일) - 7월 25일(토) 

 

이름:  

 

7월 19일 (주일) 

욥기 21-24장, 디도서 1장 

1. (욥 21 장)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여 그들이 행복한 날들을 지내는 듯 하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2. (욥 22 장) 복을 받기 위해 누구와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까? 

 

 

 

 

3. (욥 23 장) 10 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외워보세요 

 

 

 

 

 

 

4. (욥 24 장)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5. (디 1 장) 성경이 이야기 하는 감독의 

자격으로서 맞지 않은 것은? 

① 책망 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함 

②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함 

③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내어 교회를 섬김. 

④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움 

 

7월 20일 (월) 

욥기 25-26장, 디도서 2장 

6. (욥 25 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말 할 수 없고 거룩하다 자랑할 수 

없습니까? 

 

 

 

7. (욥 26 장) 하나님 앞에선 (깊고 어두운) 그 

무엇도 벗은 몸으로 드러납니까? 

 

 

 

8. (디 2 장)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7월 21일 (화) 

욥기 27-28장, 디도서 3장 

9. (욥 27 장) 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될 것입니까? 

 

 

10. (욥 28 장) 은, 금이나 그 어떤 값진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은 결국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11. (디 3 장)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②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열심 있는 믿음으로 

③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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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수) 

욥기 29-30장, 빌레몬서 1장 

12. (욥 29 장)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실 때 욥이 

행하였던 의로운 행동 중 하나를 찾아 

적어보세요. 

 

 

 

13. (욥 30 장) 욥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며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젊은 자들의 비웃음 

②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된 일 

③ 밤이 되면 뼈가 쑤시는 아픔 

④ 주께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 

 

14. (몬 1 장) 바울은 빌레몬에게 ‘누구’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 그를 용납하고 바울 곁에 

둘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7월 23일 (목) 

욥기 31-32장, 히브리서 1장 

15. (욥 31 장) 15 절에서 욥이 생각하는 ‘이웃관’ 

곧 자신과 이웃을 어떠한 관계로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16. (욥 32 장)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까닭은 

무엇입니까? 

 

 

17. (히 1 장) 만유의 상속자로 설명되고 있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 

②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③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분으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신 분 

7월 24일 (금) 

욥기 33-34장, 히브리서 2장 

18. (욥 33 장) 범죄한 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에게 그 공의가 회복됩니까? 

 

 

19. (욥 34 장) 11 절에서 엘리후가 한 이 말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20. (히 2 장) 예수님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7월 25일 (토) 

욥기 35-36장, 히브리서 3장 

21. (욥 35 장) ‘엘리후’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22. (욥 36 장) 15 절의 말씀을 읽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23. (히 3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