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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05) 

2019년 1월 27일(주일) - 2019년 2월 2일(토) 

 

이름:  

 

1월27일 (주일) 

출애굽기 15-18장, 마가복음1장 

1. (출15장)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 

하게 됩니까? 

 

2 (출16장)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

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3. (출17장)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왜 또 모세를 원

망했습니까? 

 

 

4. (출18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간의 모든 

문제를 혼자 재판하고 해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

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5. (막1장)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

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외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월28일 (월) 

출애굽기 19-20장, 마가복음 2장 

6. (출 19 장) 5 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백성)’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 (출 20 장) 십계명의 제 1 계명과 5 계명을 

적어보세요. 

 

 

 

8. (막 2 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1월29일 (화) 

출애굽기 21-22장, 마가복음 3장 

9.(출21장)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때 6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7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출22장) 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어떻

게 해야 합니까? 

 

 

11. (막3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들의 무엇에 대하여 탄식하

고 노하셨습니까? 

 

1월30일 (수) 

출애굽기 23-24장, 마가복음 4장 

12.(출23장) 제칠 년에는 밭을 갈지 않고 묵여 두

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13. (출24장)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

했습니까?  

 

 

14. (막4장)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뭐라 지적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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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목) 

출애굽기 25-26장, 마가복음 5장 

15. (출25장) 기쁨으로 내는 자들의 예물을 가지

고 무엇을 만들라 명령하십니까? 또한 여호와께

서 그것을 만들게 한 상징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16. (출26장) 성소 안에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안

에 증거궤를 들여놓은 후 그 휘장을 기준으로 무

엇과 무엇을 구분하였습니까? 

 

17. (막5장)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 오셔

서 어느 지방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2월1일 (금) 

출애굽기 27-28장, 마가복음 6장 

18. (출27장) 번제단의 규격은 무엇이며 무슨 모

양입니까? 

길이:(        )규빗,  

너비:(        )규빗,  

높이:(        )규빗 

<*참고: 1규빗은 45.72센티미터입니다. > 

 

19. (출28장)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였습니까? 또한 

옷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는 어떤 직분을 행하게 

됩니까? 

 

20. (막6장)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많은 권능

을 행하지 않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2월2일 (토) 

출애굽기 29-30장, 마가복음 7장 

21. (출29장) 46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 백성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궁극

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22. (출30장) 성소의 향은 언제 피웁니까? 

 

 

23. (막7장) ‘에바다’란 무슨 뜻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