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성경공부 (21-34)
2021년 8월 29일(주일) – 9월 4일(토)

이름:

8월 29일 (주일)

시편 52-55편, 요한이서 1장

1. (시 52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신앙은 영원히 무엇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2. (시 53편)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기 위해 하늘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3. (시 54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                         )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4. (시 55편) 2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해

보세요.

5. (요이 1장) 본 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8월 30일 (월)

시편 56-57편, 요한삼서 1장

6. (시 56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무엇’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까?

7. (시 57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어디에 피하겠다

선언합니까?

8. (요삼 1장) 본 장에서 신실한 사랑의 섬김을

받았던 ‘나그네’ 된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① 거지 ② 여행객

③ 전도자                  ④ 그냥 모르는 사람

8월 31일 (화)

시편 58-59편, 유다서 1장

9. (시 58편) 다윗이 바라는 결론으로서 종국에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10. (시 59편) 시편의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의 입으로는 ‘무엇’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11. (유 1장)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형제 ‘유다’입니까?

9월 1일 (수)

시편 60-61편, 요한계시록 1장

12. (시 60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누구’의 구원은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3. (시 61편) 시편의 기자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소원하며 더불어 영원히 어디에

머물기를 소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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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 1장)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9월 2일 (목)

시편 62-63편, 요한계시록 2장

15. (시 62편) 5-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외워보세요.

16. (시 63편) 시편의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더 좋다고 고백합니까?

17. (계 2장) 에베소 교회가 책망 받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권고는 무엇입니까?

9월 3일 (금)

시편 64-65편, 요한계시록 3장

18. (시 64편) 악을 꾀하는 자들의 특징으로서

그들은 칼같이 ‘무엇’을 연마하고 화살 같이

‘무엇’으로 겨누고 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19. (시 65편) 우리의 변함 없는 일상의 행복과

풍요를 지키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서술합니까?

20. (계 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사데 교회가 마치

어떤 자와 같다고 평가합니까?

9월 4일 (토)

시편 66-67편, 요한계시록 4장

21. (시 66편) 하나님이 우리로 은을 단련함 같이

시험하시고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22. (시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                   )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23. (계 4장) 주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이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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