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성경공부 (21-23)
2021년 6월 6일(주일) – 6월 12일(토)

이름:

6월 6일 (주일)

역대상 15-18장, 고린도후서 10장

1. (대상 15장)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기기

위해 누구의 자손과 어떤 사람을 모았습니까?

2. (대상 16장) “여호와의 이름에

(                                  )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

) 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 (대상 17장)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어느

때부터 그를 주목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십니까?

4. (대상 18장) 다윗이 ‘하도람'이 보낸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함께

드렸던 은금들은 누구에게 빼앗아 온

것들이었습니까?

5. (고후 10장)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

)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               )

칭찬하시는 자니라”

6월 7일 (월)

역대상 19-20장, 고린도후서 11장

6. (대상 19장) 아람의 용병들을 사서 끝내

다윗에게 도전하였던 ‘암몬의 하눈'을 몰아내기

위하여 앞장선 장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7. (대상 20장) 다윗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가드에 수많은 거인들을 가운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죽인 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8. (고후 11장)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6월 8일 (화)

역대상 21-22장, 고린도후서 12장

9. (대상 21장)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 ‘계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0. (대상 22장)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무엇을 들이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11. (고후 12장)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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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수)

역대상 23-24장, 고린도후서 13장

12. (대상 23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선위할 때

레위인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13. (대상 24장)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을 뽑을 때 차등이 없게 하려고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14. (고후 13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세요.

6월 10일 (목)

역대상 25-26장, 갈라디아서 1장

15. (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여호와께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던 자들은 누구의 자손들

이었습니까?

16. (대상 26장)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자 가운데

여호와의 복을 얻은 오벧에돔의 자녀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17. (갈 1장)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6월 11일 (금)

역대상 27-28장, 갈라디아서 2장

18. (대상 27장)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루는 단

위는 ‘반’입니다. 이스라엘엔 총 몇 개의 ‘반’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반’은 몇 명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9. (대상 28장)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20. (갈 2장)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6월 12일 (토)

역대상 29-역대하 1장, 갈라디아서 3장

21. (대상 29장) 다윗은 모든 성전의 벽을

장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벽은 무엇으로 입혀지게 됩니까?

22. (대하 1장)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 (갈 3장)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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