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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19) 

2019년 5월 5일(주일) - 2019년 5월 11일(토) 

 

이름:  

 

5월 5일 (주일) 

사무엘 하 22-열왕기상 1장, 로마서 9장 

1. (삼하 22장)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 (삼하 23장) 아래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 

이름들을 각각 써 보세요. 

가. (                 ): 요셉밧세벳 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군지휘관으로 단 번에 팔백 명

을 쳐 죽임. 

나. (                 ):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

람을 쳐 노략함. 

다. (                 ):사기가 오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도망칠 때 홀로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큰 승리를 이룸.  

 

 

3. (삼하 24장) 역대 상 21장에 나오는 ‘오난’과 동

일한 인물로서 다윗에게 타작마당과 소를 팔았던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4. (왕상 1장) 늙은 다윗을 대신하여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함께 모의하고 도왔던 사람들

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가. 군대장관: (                      ) 

나. 제사장:    (                       ) 

 

 

5. (롬 9장)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

법’(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까

닭은 무엇입니까? 

 

 

5월 6일 (월) 

열왕기상 2-3장, 로마서 10장 

6. (왕상 2장) 솔로몬이 왕이 새롭게 세운 ‘군사령

관’과 ‘제사장’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요? 

가. 군사령관: (                        ) 

나. 제사장: (                        ) 

 

 

7. (왕상 3장)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하나

님께 성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8. (롬 10장) 빈칸을 채우보세요 

“사람이 (                )으로 믿어 (       )에 이르고 

(        )으로 시인하여 (         )에 이르느니라” 

 

 

5월 7일 (화) 

열왕기상 4-5장, 로마서 11장 

9. (왕상 4장) 솔로몬의 특출한 지혜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가 기록한 잠언은 몇 가지이며, 그가 

기록한 노래는 총 몇 곡입니까? 

가. 잠언: (                   ) 노래 :(                     ) 

 

 

10. (왕상 5장) 다윗을 사랑했던 이웃 나라(두로)

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기쁨으로 백향목과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1. (롬 11장)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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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수) 

열왕기상 6-7장, 로마서 12장 

12. (왕상 6장)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여호와의 성

전을 건축하였습니까? 

 

13. (왕상 7장) 솔로몬을 몇 년 동안 자기의 왕궁

을 건축하였습니까? 

 

14. (롬 12장)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 그것을 시작해야 합

니까? 

 

 

 

5월 9일 (목) 

열왕기상 8-9장, 로마서 13장 

15. (왕상 8장)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 지

성소 안으로 옮기고 나올 때 그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하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6. (왕상 9장)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

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무엇과 무엇을 두

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7. (롬 13장)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다 이

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월 10일 (금) 

열왕기상 10-11장장, 로마서 14장 

18. (왕상 10장) ‘스바’ 여왕은 왜 솔로몬의 신하들

이 “복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9. (왕상 11장)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

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20. (롬 14장) 비칸을 채우시오. 

“ 하나님의 나라는 (               ) 것과 (               ) 

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               )와 

(               ) 과 희락이라.” 

 

 

5월 11일 (토) 

열왕기상 12-13장, 로마서 15장 

21. (왕상 12장)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

님께서는 나라를 떼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게 됩니

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람의 이름은 무

엇입니까? 

 

 

22. (왕상 13장)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우는 기

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23. (롬 15장)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려 그들과 사귐을 가

진 후 또다시 어디로 가려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