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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5회)                     2020년 6월 21월

< 욥기 31장 ~ 38장 >                                 이  름:

1.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무엇을 아시기를 원했나요? (욥31:       ) 

2. 자기 생활에서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은 자기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하게하라고

  했나요? (욥31:        ) 

3.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32:       )  

   

4.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32:       ) 

5.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는 욥의 말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욥33:        )

6. 엘리후는 사람이 잠들어 꿈이나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욥33:         )

7.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욥34:        )

8. “하나님은 뵈올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는 누가 한 

  말인가요? (욥35:        )

9. 엘리후는 ‘순종하여 섬기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각각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나요? (욥36:       )

10. 엘리후는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어떤 분이라고 했나요? (욥37:       )

11.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욥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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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6회)                     2020년 6월 28월

< 욥기 39장 ~ 42장 >                                 이  름:

1.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거기서     

  먹이를 살피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욥39:       ) 

2. 여호와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하시며 대답을 요구하실 때 욥이 무엇이라  

  대답했나요? (욥40:        )

3. 41장은 여호와께서 어떤 동물에 대해 묘사하신 것인가요? (욥41:       )  

   

4. 내가 주께 대하여 (         )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         )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              )과 (          ) 가운데에서 (             )하나  

  이다 (욥42:       )

< 역대상 1장 ~ 9장 >  

5.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누구의 자손인가요? (대상1:        )

6.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적으세요 (대상2:        )  

7.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중 밧수아(밧세바)가 낳은 네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대상3:       )

8.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대상4:        )

9. 르우벤이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상5:        )

10.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요? (대상6:       )

11.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대상7:       )

12. 사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대상8:        )

13.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상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