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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3회)                     2020년 6월 7월

< 욥기 11장 ~ 22장 >                                 이  름:

1. 소발은 욥에게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충고했나요? (욥11:       )

2. 욥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기 어려운 삶의 역설이 있음을 6절에서 어떤 예를 들어 말했나요? 

  (욥12:        ) 

3. 욥은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일은 행하지 말아 달라고 구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욥13:        ) 

4.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생애(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나요? (욥14:         )

5.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한 것은 자기가 아니고 무엇이라 했나요? (욥15:        )

6.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은 눈물을 흘리지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16:        )

  “지금 나의 (            )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             )가 높은데 계시니라” 

7.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의 (              )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욥17:       ) 

8. 빌닷은 욥을 악인의 비유하며 악인의 빛과 불꽃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욥18:        )

9. 13-19절에는 고난 이후에 욥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린아이들 

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대한다고 했나요? (욥19:        )

10. 소발은 욥을 ‘악인’, ‘경건하지 못한 자’에 비유하며 어떻게 말했나요? (욥20:       )

“악인이 이긴다는 (              )도 (              )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               )도 

(              )이니라

11.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여도 이 둘이 매한가지로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21:        ) 

12.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세 번째 공박에서도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네 악이 (                        ) 네 죄악이 (                               ).” (욥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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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4회)                     2020년 6월 14월

< 욥기 23장 ~ 30장 >                                 이  름:

1.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어디서도 뵈올 수가 없다고 탄식하는 욥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  

  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적어보세요. (욥23:       ) 

2. 욥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잠시 평안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어찌 된다고 했는지 24절에서 찾아  

  적으세요.(욥24:        ) 

3. 빌닷은 욥의 변론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며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2가지를 쓰세요.  

  (욥25:       )

4. 욥은 26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광대한 성품과 능력을 고백합니다. (욥26:        ) 

  “하나님 앞에서는 (               )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              )도 가림이 없음이라”

5. 욥은 세 친구의 말을 결코 옳다고 인정하지 않겠으며 자기가 죽기 전에는 무엇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나요? (욥27:        ) 

6. 욥은 악인과 포악자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것들은 누가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나요? (욥27:         )

7.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셨다고 했나요? 

  (욥28:        )

8. 29장에서 욥이 그리워하고 다시 오기를 원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욥29:        )

  “나는 (                )과 하나님이 나를 (                      )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9. 그 때에 욥은 맹인의 (          )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          )도 되고 빈궁한 자의 

  (             )도 되며 모르는 사람의 (           )도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욥29:       ) 

10. 30장에서 욥은 현재의 고난을 한탄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진흙 가운데 던지셔서 무엇과 같게 

  하셨다고 했나요? (욥30:        )

11. 또 욥은 자기를 어떤 동물의 형제요, 벗에 비유했나요? (욥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