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7

Through the Bible #37

전도서 1장 ~ 12장, 아가 1장 !~ 8장 (2014. 9. 21. ~ 9. 27.)

Ecclesiastes 1 ~ 12, Song of Songs 1 ~8 (2014 week #37)

이름:

목장:
문제

답

다음 구절들은 전도서와 아가의 말씀들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⑴ “한 (

Question

Answer

The following verses are from Ecclesiates and Song of Songs.

Please fill in the blanks.

⑴ “(
)come and (
) go, but the
earth remains forever.”
⑵ “That everyone may eat and drink, and find
satisfaction in all his toil - this is the (
) of God.”
⑶ “Better a poor but (
) youth than an old but
foolish king who no longer knows how to take warning.”
⑷ “There is not a (
) on earth who does
what is right and never sins.”
⑸ “So I reflected on all this and concluded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what they do are in
God's (
), but no man knows whether love
or hate awaits him.”
⑹ “Cast your (
)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⑺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including every (
) thing, whether it is good
or evil.”
⑻ “The fig tree forms its early fruit; the blossoming
vines spread their fragrance. Arise, come, my
(
);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⑼ “How delightful is your (
), my sister, my bride!
How much more pleasing is your (
) than wine,
and the fragrance of your perfume than any spice!”
⑽ “any waters cannot quench (
); rivers cannot
wash it away. If one were to give all the wealth of
his house for (
), it would be utterly scorned.”

)은/는 가고 한 (
)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⑵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
)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⑶ “가난하여도 (
)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⑷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
)은/
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⑸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
)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
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⑹ “너는 네 (
)을/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⑺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
)한 일을 선악 간
에 심판하시리라”
⑻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
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
), 나의 어여
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
)이/가 어찌 그리 아
름다운지 네 (
)은/는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
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을/를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⑽ “많은 물도 이 (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
)와/과 바꾸려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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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