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성경공부 (21-32)
2021년 8월 15일(주일) – 8월 21일(토)

이름:

8월 15일 (주일)

시편 20-23편, 야고보서 5장

1. (시 20편) 전쟁과 같은 치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시 21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고난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3. (시 22편)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면케 하십니까?

4. (시편23) 시편이 말하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제공 받는 삶

②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겪지 않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삶

③ 억울한 일을 만나도 마침내 승리하는 삶

④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삶

5. (약 5장) 말세에 성도의 인내가 헛되지 않고 복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월 16일 (월)

시편 24-25편, 베드로전서 1장

6. (시 24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으로서 모셔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 (시 25편) 우리의 발이 땅에 펼쳐져 있는

그물에 걸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눈이 항상 바라봐야 할 곳은?

8. (벧전 1장) 빈칸을 채우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                           )으로 되었느니라”

8월 17일 (화)

시편 26-27편, 베드로전서 2장

9. (시 26편) 다윗이 기도를 통해 고백 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십니까?

10. (시 27편) 다윗이 진정으로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11. (벧전 2장)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8월 18일 (수)

시편 28-29편, 베드로전서 3장

12. (시 28편)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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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 29편)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함과 능력과도 비교 될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당신의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까?

14. (벧전 3장) “선을 행함으로 (                 )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8월 19일 (목)

시편 30-31편, 베드로전서 4장

15. (시 30편) “주께서 나의 (            )이 변하여

내게 (         )이 되게 하시며 나의 (            )을

벗기고 (            )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6. (시 31편) 다윗이 고백하는바, 우리의 기력과

뼈를 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 (벧전 4장) 진정으로 복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란?

① ‘만사형통’하며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

② 노력한 만큼 정당한 열매를 얻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삶

③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삶

8월 20일 (금)

시편 32-33편, 베드로전서 5장

18. (시 32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회개의 방법과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19. (시 33편)  많은 군대와, 군마, 힘이 센 용사를

소유한 왕일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자들은 여호와의 살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20. (벧전 5장) 교회의 리더로 세움 받은 자들의

섬김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② 이득의 유무가 아닌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③ 질서와 권위를 세워 존경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8월 21일 (토)

시편 34-35편, 베드로후서 1장

21. (시 34편) 시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22. (시 35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원수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다윗이 실천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기록해 보세요.

23. (벧후 1장)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함으로 믿음과 삶이 분리 되어 있지

않고 실상 하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나열 된 믿음 위에 자라나고 있는 삶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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