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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성경공부 (20-26) 

2020년 6월 21일(주일) - 6월 27일(토) 

 

이름:  

 

6월 21일 (주일) 

역대하 26-29장, 에베소서 5장 

1. (대하 26 장) 교만해진 웃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에 누가 

제사장들을 이끌고 들어가 왕을 제지했습니까? 

 

 

2. (대하 27 장) 요담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점점 

강성해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3. (대하 28 장)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던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 (대하 29 장)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5. (엡 5 장)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                    )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6월 22일 (월) 

역대하 30-31장, 에베소서 6장 

6. (대하 30 장) 히스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엇’을 

지키라 명령하였습니까? 

 

7. (대하 31 장)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 몫의 음식을 주게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8. (엡 6 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6월 23일 (화) 

역대하 32-33장, 빌립보서 1장 

9. (대하 32 장) 우리 자신보다 훨씬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을 까닭은 

무엇입니까? 

 

 

 

10. (대하 33 장) 최고로 악명 높은 유다 왕 

므낫세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11. (빌 1 장)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월 24일 (수) 

역대하 34-35장, 빌립보서 2장 

12. (대하 34 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요시야’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3. (대하 35 장)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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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빌 2 장)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① 충만한 신성 가운데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을 

합당케 생각하는 마음 

② 완전한 거룩함에 대한 존귀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 

③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 

④ 지극히 높임을 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자 하는 마음 

 

 

6월 25일 (목) 

역대하 36장-에스라 1장, 빌립보서 3장 

15. (대하 36 장)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바벨론의 누가 쳐들어와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갔습니까? 

 

 

16. (스 1 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한 왕의 이름은 어느 나라 

누구입니까? 

 

 

17. (빌 3 장) 바울이 자기의 모든 세상적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6월 26일 (금) 

에스라 2-3장, 빌립보서 4장 

18. (스 2 장) 처음으로 돌아온 유다인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19. (스 3 장)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족장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 (빌 4 장)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6월 27일 (토) 

에스라 4-5장, 골로새서 1장 

21. (스 4 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던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2. (스 5 장)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누가 그것을 

방해합니까? 

 

 

23. (골 1 장)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