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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16) 

2019년 4월 14일(주일) - 2019년 4월 20일(토) 

 

이름:  

 

4월 14일 (주일) 

사무엘 상 5-8장, 사도행전 16장 

1. (삼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 ‘하나님

의 궤’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자 그것을 거듭 옮기

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그 이동경로를 채워보

세요. 

에벤에셀 →(                   )→(                 )→ 

(                   ) 

 

2. (삼상 6장)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

로 드렸던 ‘금 독종’들은 각각 어느 방백들을 위함

이었습니까? 

 

 

3. (삼상 7장) ‘에벤에셀’이란 이름의 뜻을 찾아 기

록해 보세요. 

 

4. (삼상 8장) 사무엘에게 (사사의 다스림을 거부

하고)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행 16장)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게도냐’ 지

역으로 향했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월 15일 (월) 

사무엘 상 9-10장, 사도행전 17장 

6. 선지자의 옛 명칭은 무엇입니까? 

 

7. (삼상 10장)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으로 기름 부어 삼으시려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선견자 사무엘이 말해 준 징조와 맞지 않는 

것은? 

①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귀의 

소식과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줄 것임. 

②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

로 올라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임 

③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사

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임 

 

 

8. (행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들의 소동으로 갑작스럽게 헤어졌던 두 명의 

전도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4월 16일 (화) 

사무엘 상 11-12장, 사도행전 18장 

9. (삼상 11장)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감

으로 인정받게 되는 첫 번째 전투로서 이 전투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 상대는 어느 나

라 누구였습니까? 

 

 

10. (삼상 12장)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을 다스렸던 ‘사사’로서 지도자의 일선에서 물러

나는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합니까? 

 

 

11. (행 18장) 성경에 능통한 자였으나 ‘요한의 세

례’만을 알았다가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의 가르

침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후에 믿는 자들에게 많

은 유익을 주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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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수) 

사무엘 상 13-14장, 사도행전 19장 

12. (삼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3. (삼상 14장)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블

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4. (행 19장)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내 쫓는 것

을 ‘마술’ 쯤으로 여기고 따라 했다가 오히려 악귀

에게 당하여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곱 명

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4월 18일 (목) 

사무엘 상 15-16장, 사도행전 20장 

15. (삼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쓰고 여러분의 예

배를 점검해 보세요. 

 

 

 

 

 

16. (삼상 16장) 빈칸을 채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

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            )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              )을 보느니라 하

시더라”  

 

17. (행 20장)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 서약

서’와 같은 바울의 고백 24절을 기록하고 느끼는 

점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4월 19일 (금) 

사무엘 상 17-18장, 사도행전 21장 

18. (삼상 17장)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온 골

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고 

나갔던 그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19. (삼상 18장)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 (행 21장)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결박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월 20일 (토) 

사무엘 상 19-20장, 사도행전 22장 

21. (삼상 19장) 사무엘에게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 여러 전령들을 보내고 사울 왕이 직접 찾아

가기도 했으나 ‘이곳’에 이르는 모두가 ‘예언’을 

하게 되고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어

디입니까? 

 

22. (삼상 20장) 요나단이 거듭 다윗을 감싸고 그

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을 때 사울은 요

나단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23. (행 22장)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다하였을 때 예루살렘 유대

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