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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42) 
2019년 12월 1일(주일) - 12월 7일(토) 

 

이름:  

  

 

12월 1일 (주일) 

잠언 31-35장 

1. (잠언 31 장) 10 절부터 31 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을 위한 지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운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떠한 

여인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 (전도서 1 장)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 (전도서 2 장) 솔로몬 왕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전도서 3 장)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 (전도서 4 장)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월 2일 (월) 

전도서 5-7장 

6. (전도서 5 장) 저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7. (전도서 6 장)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8. (전도서 7 장) 저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9 절)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12월 3일 (화) 

전도서 8-10장 

9. (전도서 8 장) 저자가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살펴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 (전도서 9 장)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             ) 안에 있다고 

저자는 말 하고 있습니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써 보세요. 

 

 

11. (전도서 10 장)  저자는 주권자가 화를 낼 

때에 자리를 뜨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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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수) 

전도서 11- 아가서 1장 

12. (전도서 11 장) 본 장에서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날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꼭 알아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 (전도서 12 장) 전도자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 (아가서 1 장) 9 절과 10 절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2월 5일 (목) 

아가서 2장- 아가서 4장 

15. (아가서 2 장) 저자는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것 즉, 사랑을 허물어 

뜨리는 것인  작은 (         )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 보세요. 

 

 

16. (아가서 3 장) 1-5 절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갈망하고 끈질기게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갔던 곳은 어디 어디 

였습니까?   

 

 

17. (아가서 4 장) 저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인의 어떤 

점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월 6일 (금) 

아가서 5장- 아가서 7장 

18. (아가서 5 장)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가자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아가씨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말을 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19. (아가서 6 장) 저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초기 왕조의 가장 컸던 두 도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4 절). 하나는 디르샤(초기 

북왕국의 수도)이며 다른 하나는 어디였습니까? 

 

 

20. (아가서 7 장) 10-13 절까지는 사랑을 받는 

여인의 응답과 님에 대한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은 문 앞에 그를 위한 

무엇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월 7일 (토) 

아가서 8장- 이사야 2장 

21. (아가서 8 장) 사랑하는 여인은 자신을 

(          )같이 마음에 품고 또 (          ) 같이 팔에 

두라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합니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써 보세요.   

 

22. (이사야 1 장)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풍성한 예배라도 받기를 거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 (이사야 2 장)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심은 무슨 이유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