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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성경공부 (21-18) 
2021년 5월 2일(주일) - 5월 8일(토) 

 

이름:  

 

5월 2일 (주일) 

사무엘하 6-9장, 로마서 7장 

1. (삼하 6 장) 다윗이 어찌하여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게 되었습니까? 

 

 

 

2. (삼하 7 장) 여호와를 위한 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② 네 몸에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③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④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 때와 같이 그에서 

여호와의 은총을 빼앗을 것이다. 

 

 

3. (삼하 8 장)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축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4. (삼하 9 장) 다윗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풀려 

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5. ( 롬 7 장) 바울은 자신을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월 3일 (월) 

사무엘하 10-11장, 로마서 8장 

6. (삼하 10 장)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려 했던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암몬의 관리들은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삼하 11 장)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때를 가리켜 성경은 원래 그 때가 어떤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8. (롬 8 장)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무엇도 받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까? 

 

 

5월 4일 (화) 

사무엘하 12-13장, 로마서 9장 

9. (삼하 12 장) 다윗이 죄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여 낳은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 (삼하 13 장)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돌 때에 

다윗의 곁에 있던 ‘요나답’은 어떻게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고 오직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11. (롬 9 장)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고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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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수) 

사무엘하 14-15장, 로마서 10장 

12. (삼하 14 장) 그술에서 돌아온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되  몇 년 동안 다윗 왕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13. (삼하 15 장)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 그 송사를 해결해 

주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압살롬’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까? 

 

 

14. (롬 10 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5월 6일 (목) 

사무엘하 16-17장, 로마서 11장 

15. (삼하 16 장)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성에서 

나아갈 때에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① 그렛 사람 

② 블렛 사람 

③ 가드 사람 

④ 암몬 사람 

 

 

16. (삼하 17 장)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들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① 유다 사람,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②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미디안 사람 

③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④ 암몬 사람, 로데발 사람, 길르앗 사람 

 

 

17. (롬 11 장) 이방인 가지들을 접붙이기 위하여 

믿음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가지들이 꺾이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주를 

믿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5월 6일 (금) 

사무엘하 18-19장, 로마서 12장 

18. (삼하 18 장) 다윗 왕에게 승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9. (삼하 19 장)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왕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20. (롬 12 장)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 것 이며 대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5월 7일 (토) 

사무엘하 20-21장, 로마서 13장 

21. (삼하 20 장) 반역했던 압살롬의 무리에 

들었다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던 ‘아마사’를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22. (삼하 21 장) ‘아비새’,’십브개’, ‘엘하난’, 

‘요나단’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23. (롬 13 장) 8 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