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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공부 (19-34) 

2019년 10월 6일(주일) - 2019년 10월 12일(토) 

 

이름:  

  

10월 6일 (주일) 

시편 34-37편, 베드로전서 2장 

1. (시편 34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

도 어떤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까? 

 

2. (시편 35편) 성도가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편 36편) 다윗은 어떠한 자에게 주의 인자

하심과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

까? 

 

 

4. (시편 37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됩니까? 

 

 

5. (벧전 2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

엇이 된다고 합니까? 

 

 

10월 7일 (월) 

시편 38-39편, 베드로전서 3장 

6. (시편 38편) 다윗의 평안을 빼앗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

까? 

 

7. (시편 39편)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라는 다윗의 고

백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8. (벧전 3장)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그리스

도인은 외모가 아닌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

까? 

 

 

 

10월 8일 (화) 

시편 40-41편, 베드로전서 4장 

9. (시편 40편) 다윗이 어떻게 하였더니 하나님

이 귀를 기울여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

까? 

 

10. (시편 41편)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11. (벧전 4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영광 받

으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무엇과 

같이 해야 합니까? 

 

10월 9일 (수) 

시편 42-43편, 베드로전서 5장 

12.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반복되고 있는 

시 구절인 말씀을 기록하고 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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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편 43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

는 곳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인도하여 줄 그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4. (벧전 5장)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

로 대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겐 어떻게 대해주

십니까? 

 

10월 10일 (목) 

시편 44-45편, 베드로후서 1장 

15. (시편 44편)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과 승리를 얻는 비결로서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까? 

 

 

 

16. (시편 45편) 2절부터 7절까지는 왕을 찬양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을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를 

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 (벧후 1장)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약속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

니하기 위헤 굳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월 11일 (금) 

시편 46-47편, 베드로후서 2장 

18. (시편 46편) 어떤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두

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 (시편 47편) 빈칸을 채워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       )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       )이

심이라” 

 

20. (벧후 2장) “차라리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

니까? 

 

 

 

10월 12일 (토) 

시편 48-49편, 베드로후서 3장 

21. (시편 48편)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하

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

해 주십니까? 

 

 

22. (시편 49편) 중세시대 카톨릭은 ‘면죄부’를 

통하여 죄인의 영혼을 속량할 수 있다고 하였으

나 ‘시편’은 그 누구도 속전을 바쳐 형제를 구원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

까? 

 

 

 

23. (벧후 3장)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을 예비하

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야 마땅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