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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31) 

2019년 9월 15일(주일) - 2019년 9월 21일(토) 

 

이름:  

  

9월 15일 (주일) 

욥기 28-31장, 디도서 3장 

1. (욥 28장)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무엇

입니까? 

 

2. (욥 29장) 욥이 모든 사람들게 존귀하게 여김

을 받고 이웃들에게 많은 의와 정의를 베풀 수 

있었던 그때는 누가 그와 함께 하였던 때 입니

까? 

 

3. (욥 30장) 20절에서 드러나는 욥의 가장 큰 

절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놀림 

② 심각한 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③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4. (욥 31장)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함을 아

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증거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주장이 드러

내고 있는 속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환난을 허락한다. 

② 하나님은 행악자에게 불행을 허락한다. 

③ 왜 하나님은 온전한 자신을 불의한 자와 같

이 대하시는가? 

 

5. (딛 3장)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을 따라 ‘구원’을 얻

게 되었습니까? 

 

9월 16일 (월) 

욥기 32-33장, 빌레몬서 1장 

6. (욥 32장)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까닭은? 

 

 

7. (욥 33장)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고 경고로

써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8. (몬 1장)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의 

이름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9월 17일 (화) 

욥기 34-35장, 히브리서 1장 

9. (욥 34장) 엘리후는 결국 ‘욥의 고난’의 원인

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힌트 11절) 

 

 

10. (욥 35장) 엘리후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침

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1. (히 1장)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한 마지막 말

씀으로 그 계시를 완성, 곧 끝맺으셨습니까? 

 

 

9월 18일 (수) 

욥기 36-37장, 히브리서 2장 

12. (욥 36장) 때때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족쇄

에 메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속박되도록 허용

하십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그 이유로 합당치 

않은 것은? 

① 악인들이 자신들의 소행과 악행을 깨닫고 자

신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②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고 죄악에

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③ 무조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게 하기 위

하여 



2 

 

13. (욥 37장) 23절의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4. (히 2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을 함께 지니신 목적과 이유로 합당치 않은 것

은? 

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

귀를 멸시하기 위해  

② 죽음이 두려워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자유

롭게 하기 위해 

③ 사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9월 19일 (목) 

욥기 38-39장, 히브리서 3장 

15. (욥 38장)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욥은 ‘자

신’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16. (욥 39장) 동물들의 특징적인 우수한 능력

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해 주신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

습니다. 욥이 자부하고 자랑했던 그의 온전함과 

의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기록해 보세요. 

 

 

 

 

 

 

 

 

17. (히 3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음성)을 들

을 때 어떤 마음을 버리고 경계해야 합니까?  

 

9월 20일 (금) 

욥기 40-41장, 히브리서 4장 

18. (욥 40장) 욥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지 가운데 하나님께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

까?  

 

 

 

19. (욥 41장)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께 드려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20. (히 4장)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9월 21일 (토) 

욥기 42-시편 1편, 히브리서 5장 

21. (욥 42장) 욥이 모든 곤경에서 돌이켜 이전

보다 갑절의 소유를 얻게 때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욥이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②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관계를 회

복하였을 때 

③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

음을 지켰음이 인정받았을 때 

 

22. (시 1편)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

나로서 그들은 밤낮으로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23. (히 5장) 대제사장들의 직분은 어떠한 자들

이 얻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