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욥 기 

욥14장  지붕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땅의 돌을 움푹 파지게 합니
   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몇 절에 있습니까?  

 

욥15장  악인은 일평생 무엇을 당합니까?  

 

욥16장  욥이 친구들에게 조롱 당할 때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욥17장  의인은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행합니까?  

 

욥18장  악인은 자기가 베푼 꾀에 어떻게 됩니까?  

 

욥19장  욥은 자기의 살아계신 구속자가  후 일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욥20장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욥21장  어떤 사람은 죽도록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무엇이 똑 같습니까?  

 

욥22장  망하던 자가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욥23장  욥은 자기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을 믿었습니까? 

 

욥24장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존하시면 “이젠 죽었구나!” 하는 사람도 어
   떻게 됩니까? 

 

욥25장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인간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욥26장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무엇이 떨며 놀랍니까?  

 

욥27장  악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무엇을 위하여 번성하는 것이 됩니까?  
 

욥28장  누가 지혜의 길을 깨달으며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십니까?  

 

욥29장  하나님은 욥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셨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욥30장  욥이 복을 바랐더니 무엇이 왔으며, 광명을 바랐더니 무엇이 왔습니까?  

 

욥31장  욥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재물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기뻐하지는 안
   았습니다.      욥은 금과 재물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욥32장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욥33장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무엇을 하십니까?  

 

욥34장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시며,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욥35장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욥36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 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욥37장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욥38장  까마귀가 배고파서 소리 내는 것은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욥39장  타조는 자기 알이나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욥40장  하나님은 욥을 지으신 것같이 무엇도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욥41장  하나님이 지으신 악어의 구조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42장  욥이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전 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까?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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