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2

Through the Bible #32

욥기 22장 ~ 42장 (2014. 8. 10.~ 8. 16.)

Job 22 ~ 42 (2014 week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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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가 한 말인가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
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는 누가 한
말인가요?
다음은 욥이 한 말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그
러나 (
)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
디인고”
다음은 욥이 한 말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나
를 덮고 있는 (
)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
미암아 탔구나”
엘리후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나요?
엘리후는 욥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무
엇이 그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고 충고
했나요?
다음은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
)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무엇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
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신 후에 욥을 위로하러 온
자들이 욥에게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무엇 하나씩을
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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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Answer

⑴ Who said the following: “Is not your wickedness
great? Are not your sins endless?”
⑵ Who said the following: “How then can a man be
righteous before God? How can one born of
woman be pure?“
⑶ The following is a quotation from Job. Fill in the
blank. "But where can (
) be found? Where
does understanding dwell?"
⑷ The following is a quotation from Job. Fill in the
blank. "My (
) grows black and peels; my
body burns with fever.
⑸ According to Elihu, who has no dark place, no
deep shadow to hide?
⑹ Elihu warns Job to be careful that no one entices
him with riches. He also warns Job not to be
turned aside by what?
⑺ The following is a quotation from Elihu. Fill in the
blank. "His thunder announces the coming storm;
even the (
) make known its approach."
⑻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what?
⑼ "He looks down on all that are haughty; he is
king over all that are proud." What is 'He?'
⑽ People came to comfort Job for all the trouble
that the LORD had brought upon him. Each
person brought two gifts; a piece of silver, and
what else?

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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