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1

Through the Bible #31

욥기 1장 ~ 21장 (2014. 8. 3. ~ 8. 9.)

Job 1 ~ 21 (2014 week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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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몇 명의 자녀가 있었
나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면서 함
께 땅에 앉아서 얼마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나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라는 말은 욥의 친구 누가 한
말인가요?
빌닷은 욥의 말이 거센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욥은 자신이 정말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
겠고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무엇밖에 할 것
이 없다고 했나요?
욥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
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누구에게 대답했나요?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무
엇이 가득하다고 하나요?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누구라고 표현했나요?
①재난을 주는 위로자 ②구원자 ③동반자 ④원수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내 피부와 살
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무엇뿐이라고
했나요?
욥은 악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
나님께 자기들을 떠나라고 말한다고 했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⑴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Job have
before his sufferings began?
⑵ How long did Job’s 3 friends sit down with him
on the ground, and not speak a word to him
because they saw how great his suffering was?
⑶ Which friend
of
Job
said
these words;
“Resentment kills a fool and envy slays the
simple”?
⑷ To a blustering what did Bildad compare Job’s
words?
⑸ Job said "though I were innocent, I could not
answer him; I could only (
) with my Judge
for mercy"
⑹ Who did Job reply to by saying, “Doubtless you
are the only people who matter, and wisdom will
die with you!”
⑺ Job said, "man born of woman is of few days
and full of (
)."
⑻ What did Job say his friends were?
①miserable comforter ②redeemer ③companion
④enemy
⑼ Job said, "I am nothing but skin and bones; I
have escaped with only (
)."
⑽ Job said the wicked say to God to leave them
alone because they have no desire to know
what?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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