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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22) 

2019년 5월 26일(주일) - 2019년 6월 1일(토) 

 

이름:  

 

5월 26일 (주일) 

열왕기하 24-역대상 2장, 고린도전서 14장 

1. (왕하 24장) 남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로서 유다

의 왕족과 모든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이름과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왕하 25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임명으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관할하게 할 지도자

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3. (대상 1장) 노아의 자손 ‘함, 야벳, 셈’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4. (대상 2장)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낳

아 준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 (고전 14장) 빈칸을 채우세요. “너희가 모일 때

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       )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5월 27일 (월) 

역대상 3-4장, 고린도전서 15장 

6. (대상 3장)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

각 몇 년식 통치하였습니까? 

가. 헤브론: (                    ) 

나. 예루살렘 : (                    ) 

 

 

7. (대상 4장)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

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

입니까? 

 

 

8. (고전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습

니까  

 

 

5월 28일 (화) 

역대상 5-6장, 고린도전서 16장 

9. (대상 5장) 하나님은 왜 앗수르 왕을 통하여 르

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할라, 하볼, 하라, 고

산 강가로 강제 이주 시키셨습니까? 

 

 

 

10. (대상 6장) 레위 지파 ‘그핫’의 후손으로서 사

무엘의 아들 ‘요엘’에게서 난 자로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1. (고전 16장)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

기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5월 29일 (수) 

역대상 7-8장, 고린도후서 1장 

12. (대상 7장) 므낫세의 둘째 아들로서 딸들만 낳

고 아들이 없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13. (대상 8장)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최초

의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4. (고후 1장) 8-9절에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힘에 겨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

합니까? 

 

 

 

 

5월 30일 (목) 

역대상 9-10장, 고린도후서 2장 

15. (대상 9장) 여호와의 성전 및 성막 문을 지키

기 위해 사람들을 택해서 문지기로 세웠는데 모두 

몇 명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 (대상 10장)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

체룰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장사하고 칠 일간 

금식하여 준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17. (고후 2장)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

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5월 31일 (금) 

역대상 11-12장, 고린도후서 3장 

18. (대상 11장) 다윗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누

가 먼저 여부스사람에게로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까? 

 

19. (대상 12장)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 싸움을 도와준 용사

들은 어느 지파 누구의 동족입니까? 

 

 

20. (고후 3장)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6월 1일 (토) 

역대상 13-14장, 고린도후서 4장 

21. (대상 13장) ‘웃사’의 일로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 후 오벧에

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

까? 

 

 

22. (대상 14장)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

고 블레셋이 쳐들어 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3. (고후 4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