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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36) 
2019년 10월 20일(주일) - 2019년 

10월 26일(토) 

 

이름:  

  

10월 20일 (주일) 

시편 66-69편,  유다서 1장 

1. (시편 66 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또한 무엇을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2. (시편 67 편) 온 백성이 (주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편 68 편) 빈칸을 채워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          )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          )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4. (시편 69 편) 하나님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5. (유다서 1 장)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란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10월 21일 (월) 

시편 70-71편,  요한계시록 1장 

6. (시편 70 편) ‘주를 찾는 모든자들’을 위한 

다윗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7. (시편 71 편) 원수들과 대적들과 또한 

모해하려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무엇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노라 

다짐합니까? 

 

8. (계 1 장) 일곱별과 일곱 금 촛대가 각각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월 22일 (화) 

시편 72-73편,  요한계시록 2장 

 

시편 72 편은 ‘제왕 시편’이라는 범주로 

분류되는 시로서, 왕의 등극 때 ‘왕을 위한 기도 

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시’로도 

해석합니다.  

 

9. (시편 72 편) 이 시편의 저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력으로 앞으로 잘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10. (시편 73 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실족지 않은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1. (계 2 장)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선을 그어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가. 에베소 교회              * 발람의 교훈을 지킴 

나. 서머나 교회              * 이세벨을 용납함 

다. 버가모 교회              * 없음 

라. 두아디라 교회           * 처음 사랑을 버림 

 

10월 23일 (수) 

시편 74-75편,  요한계시록 3장 

12. (시편 74 편) 시편 기자는 주께서 대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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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며 또 ‘무엇’을 눈여겨 

봐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3. (시편 75 편)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계 3 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0월 24일 (목) 

시편 76-77편,  요한계시록 4장 

15. (시편 76 편)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나지 못함으로 

두려워 잠잠하겠지만 어떤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까? 

 

16. (시편 77 편) 시인의 낙담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의심이 ‘무엇’을 

기억하고 읊조리기 시작할 때에 그치고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까? 

 

 

 

17. (계 4 장)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월 25일 (금) 

시편 78-79편,  요한계시록 5장 

18. (시편 78 편) 시편의 기자는 지난날 믿음에 

실패한 조상들의 과오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후대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9. (시편 79 편) 시편 기자는 지금 그들이 처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정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 (계 5 장)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 요한이 

크게 울 때 장로 중 한 사람은 누가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까? 

 

 

 

10월 26일 (토) 

시편 80-81편,  요한계시록 6장 

(시편 80 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면책 가운데 

주변 나라들의 침략 당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심으신 한 나무로 비유하여 

아뢰고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 입니까? 

 

 

22. (시편 81 편)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3. (계 6 장) 어린 양(예수 그리스도)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