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일성경공부 (19-14) 

2019년 3월 31일(주일) - 2019년 4월 06일(토) 

 

이름:  

 

3월 31일 (주일) 

여호수아 22-사사기 1장, 사도행전 2장 

1. (수 2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에 또 다

른 ‘제단’(엣)을 쌓았을 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과 싸우려 했나요? 

 

 

 

2. (수 23장) 여호수아가 늙어 마지막 말로 당부할 

때 결코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

과 가까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말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왕래하고 

더불어 혼인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습니까? 

 

 

 

3. (수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

성과 더불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에 대한 언

약”을 맺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4. (삿 1장) 다음 ‘지명’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

까? 

가. 벧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므깃도 

나. 게셀 

다. 기드론, 나할롤 

라.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마. 벧세메스, 벧아낫 

바. 아모리 

 

5. (행 2장)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4월 1일 (월) 

사사기 2-3장, 사도행전 3장 

6. (삿 2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

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때는 언제, 어떤 세대 때부터

입니까? 

 

 

7. (삿 3장) 사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선을 그어 

알맞게 짝지어 보세요 

1. 옷니엘              ㄱ. 블레셋 사람 육백 명 죽임 

2. 에훗                 ㄴ. 모압 왕 에글론 죽임 

3. 삼갈                 ㄷ. 구산 리사다임을 이김 

 

8. (행 3장)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를 고쳐준 베드

로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

게 해 주었다고 고백합니까? 

 

 

4월 2일 (화) 

사사기 4-5장, 사도행전 4장 

9. (삿 4장)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십 년 동

안 학대 당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 

주신 최초의 여자 사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0. (삿 5장) 승리를 기념하며 불렀던 드보라와 바

락의 노래 가운데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쳐 죽

인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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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 4장) 19-2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

세요. 

 

 

 

 

 

4월 3일 (수) 

사사기 6-7장, 사도행전 5장 

12. (삿 6장)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룹바알’의 

의미를 써 보세요. 

 

 

13. (삿 7장) 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을 거듭 축소시키고 계십니

까? 

 

 

14. (행 5장)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드다’의 예로 그들을 말린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

니까? 

 

 

4월 4일 (목) 

사사기 8-9장, 사도행전 6장 

15.(삿 8장) 그 ‘무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가 되었습니까? 

 

16. (삿 9장)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

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약 천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은 누구의 손에 의한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17. (행 6장) 사도들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과 지

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게 하

였습니까? 

 

 

 

4월 5일 (금) 

사사기 10-11장, 사도행전 7장 

18. (삿 10장) 13절에서 거듭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9. (삿 11장) 큰 용사이며 사사였던 ‘입다’의 출

신 배경에 대하여 기록해 보세요. 

 

20. (행 7장)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

는 형제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까? 

 

 

4월 6일 (토) 

사사기 12-13장, 사도행전 8장 

21. (삿 12장)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그

러했고,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뒤늦게 

나타나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

지 아니하였느냐”라며 시비를 걸었던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22. (삿 13장)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의 아

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23. (행 8장) 사마리에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라는 자가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

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