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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18) 

2019년 4월 28일(주일) - 2019년 5월 4일(토) 

 

이름:  

 

4월 28일 (주일) 

사무엘 하 6-9장, 로마서 2장 

1. (삼하 6장) ‘베레스 웃사’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누구의 집으로 

메어갑니까? 

 

 

2. (삼하 7장)  여호와의 전 짓기를 사모했던 다윗

에게 하나님은 결국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

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까? 

 

 

3. (삼하 8장)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

렀다 함을 듣고 누가 찾아와 문안하고 축복하며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선물로 주었습니

까? 

 

 

4. (삼하 9장)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5. (롬 2장)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

응하십니다. 각각의 행위에 약속된 하나님의 보응

을 기록해 보세요. 

①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을 구하는 자 (                                              ) 

②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

를 따르는 자 (                                             ) 

③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                      ) 

④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                      ) 

 

 

 

4월 29일 (월) 

사무엘 하 10장-11, 로마서 3장 

6. (삼하 10장) 조문객으로 방문했던 다윗의 신하

들을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주어 결국 다윗의 미움

과 분노를 샀던 ‘암몬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7. (삼하 11장)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 보내어 요압에게 전달하

였습니까? 

 

8. (롬 3장)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

체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월 30일 (화) 

사무엘 하 12장-13, 로마서 4장 

9. (삼하 12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아의 아내

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

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해 두 번째 낳은 자녀

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0. (삼하 13장) 암논이 그 누이동생 ‘다말’을 욕

되게 한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후 2년 동안 ‘암논’에게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11. (롬 4장) 아브라함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 여겨졌습니까? 

 

 



2 

 

5월1일 (수) 

사무엘 하 14-15장, 로마서 5장 

12. (삼하 14장) 드고아 여인을 시켜 결국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이 재회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획

하고 행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3. (삼하 15장) 압살롬의 곁에서 그의 종으로 머

물며 압살롬의 모든 소식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다윗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14. (롬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5월2일 (목) 

사무엘 하 16-17장, 로마서 6장 

15. (삼하 16장) 사울의 친족 한 사람으로서 도망

치는 다윗을 향해 계속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6. (삼하 17장)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도모하였으나 후새의 방해로 인해 성공하

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

람은 누구입니까?  

 

 

17. (롬 6장) 빈칸을 채워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5월3일 (금) 

사무엘 하 18-19장, 로마서 7장 

18. (삼하 18장)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가드 사람으로서 압살

롬을 제압 작전에 투입된 백성의 삼분의 일을 이

끌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19. (삼하 19장) 므비보셋은 자기가 왜 다윗 왕과 

함께 떠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까? 

 

 

 

20. (롬 7장)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

은 율법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죄’입니까? 

 

 

 

5월4일 (토) 

사무엘 하 20-21장, 로마서 8장 

21. (삼하 20장) 온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을 따르

려 할 때 손을 들어 다윗을 대적하고 그 따르는 무

리를 해산시켰던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22. (삼하 21장) 다음 네 사람 곧 아비새, 십브개, 

엘하난, 요나단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23. (롬 8장) ‘어떤 사람들’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

심을 입은 자로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