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성경공부 (21-33)
2021년 8월 22일(주일) – 8월 28일(토)

이름:

8월 22일 (주일)

시편 36-39편, 베드로후서 2장

1. (시 36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악인의 죄’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무엇이라 합니까?

2. (시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생겨나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3. (시 38편) “주의 (          )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

)이 없나이다”

4. (시 39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려

했으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불이 붙어 그가

쏟아 놓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불평’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기도’로 받으시겠습니까?

5. (벧후 2장) 거짓 선생들은 누구를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게 합니까?

8월 23일 (월)

시편 40-41편, 베드로후서 3장

6. (시 40편)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됩니까?

7. (시 41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며 복을 허락하십니까?

8. (벧후 3장)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 조롱합니까?

8월 24일 (화)

시편 42-43편, 요한일서 1장

9. (시 42편) 본 시편에서 반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10. (시 43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11. (요일 1)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 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8월 25일 (수)

시편 44-45편, 요한일서 2장

12. (시 44편) 오직 그 무엇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하며 우리로 수치 당하지 아니합니까?

13. (시 45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얻는

왕은 그 입술에 무엇을 머금고 있습니까?

14. (요일 2장) 어떠한 자가 믿음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고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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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목)

시편 46-47편, 요한일서 3장

15. (시 46편) 1-3절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16. (시 47편) 시편의 기자는 지존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노래하고 있습니까?

17. (요일 3장)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월 27일 (금)

시편 48-49편, 요한일서 4장

18. (시 48편) 우리가 후대에 전할 말로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19. (시 49편) 이 땅에서 존귀하고 부유하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스올에서 건져내실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20. (요일 4장) 7-8절의 말씀을 적고 외워보세요.

8월 28일 (토)

시편 50-51편, 요한일서 5장

21. (시 50편)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은 ‘제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나 무엇을 잊어버린

자들을 찢으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22. (시 51편)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무엇’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십니까?

23. (요일 5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 사랑이

증명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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