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을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121

외울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20     년도    학기 성경 평가믿음 초등학교 이름: 학년     반

포인트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라!

4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22:5)

································································································  (       ) 

 ①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② 욥의 집안에 사탄의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③ 욥에게 우연히 재난이 닥친 것이다.

 ④ 욥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계략으로 인한 것이다.

나에게 찾아왔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세 가지 이상 써보세요.1

3 욥이 당한 고난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       )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

고 종들을 죽였다(욥기 1:14-15).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

이 모두 죽었다(욥기 1:18-19).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양과 종

들이 휩쓸려 가서 죽었다(욥기 1:16).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욥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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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욥기 38:1-7)

································································································  (       ) 

 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

 ② 담대하게 고난을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③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④ 사람은 능력과 지식이 충만한 특별한 존재이다.

5

고난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23:10, 42:5)

··························································································  (       ,       ) 

 ①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다스리심을 알게 되었다.

 ②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③ 지금 땅을 팔면 원래 재산을 복구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④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8

1번에서 서술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두 종류로 구분해보세요.

•내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

•내 잘못이 아닌데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7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2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1:1) ·································································································  (       ) 

① 정직함            ② 하나님을 경외함            ③ 악에서 떠남            ④ 평판이 나쁨

선택형 문제

 참
!잘

했어요

① 

②

③

핵심 정리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