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성경공부 (21-24)
2021년 6월 13일(주일) – 6월 19일(토)

이름:

6월 13일 (주일)

역대하 2-5장, 갈라디아서 4장

1. (대하 2장)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살았던 이방인의 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2. (대하 3장) 여호와의 전이 건축 되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본래 누구의 땅이었고

누가 그 땅을 성전의 터로 정하였습니까?

3. (대하 4장)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의 여러

기구와 장식을 만들어 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 (대하 5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 어디의 무엇 아래 두었습니까?

5. (갈 4장)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6월 14일 (월)

역대하 6-7장, 갈라디아서 5장

6. (대하 6장) 하나님은 이 건축된 여호와의

전에 자신의 무엇을 남겨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7. (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돌바닥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까?

8. (갈 5장)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자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것이겠습니까?

6월 15일 (화)

역대하 8-9장, 갈라디아서 6장

9. (대하 8장)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던

솔로몬이 그녀로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0. (대하 9장)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들의

경계는 서쪽의 어떤 강에서 동쪽 어느

나라까지 이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 (갈 6장) 8절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6월 16일 (수)

역대하 10-11장, 에베소서 1장

12. (대하 10장)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

약속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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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하 11장) 르호보암을 도와 배반한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려 했던 두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14. (엡 1장)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까?

6월 17일 (목)

역대하 12-13장, 에베소서 2장

15. (대하 12장) 르호보암이 언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까?

16. (대하 13장) 여호와를 의지해 여로보암과

싸워 대승을 얻었던 아비야 왕은 몇 명의

왕비와 자녀를 두었습니까?

17. ( 엡 2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조차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6월 18일 (금)

역대하 14-15장, 에베소서 3장

18. (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해 보세요.

19. (대하 15장) ‘아사’가 왜 자기의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였습니까?

20. (엡 3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6월 19일 (토)

역대하 16-17장, 에베소서 4장

21. (대하 16장)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아사 왕에게 직언 했다가 옥에 갇힌

선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2. (대하 17장) 7-9절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 업적은 무엇입니까?

23. (엡 4장)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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