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말씀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나요?

9장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3장 미련한 사람과 다니면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다니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14장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6장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무엇인가요?

7장 젊은이를 위한 아비의 권고로, 이것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모두 찾아 보세요.
1) 내 명령을 지켜서 살라.
2)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3) 네 손가락에 매며 마음 판에 새기라.
4)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8장 본 장 22절-31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10장 1) 지혜로운 아들은 (
미련한 아들은 (
2) 미움은 (
사랑은 (
3) 말이 많으면 (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
4) 의인의 소망은 (
악인의 소망은 (

),
)
),
)
),
)
),
)

15장 많은 교훈들 중에 “말”과 관련된 교훈으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분노를 쉬게 하는 말:

2) 노를 격동하는 말:
11장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요?
3) 생명나무와 같은 말:

4)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12장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맞게 연결해 보세요.
1) 미련한 자

·

2) 지혜로운 자

·

· 권고를 들음
· 당장 분노를 나타냄
·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김
· 수욕을 참음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17장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요? 왜 그런지 성도님의 생각을 써 보세요.

21장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써 보세요.

25장 혹시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장 다음은 공통적으로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1)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
2)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3) 멸망을 말하며, 영혼의 그물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19장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과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무엇인가요?

22장 본 장에서 재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들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
)
2)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
)
3)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
)

23장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명하면서,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26장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27장 은을 단련하는 것은 (

), 금을

단련하는 것은 (
것은 (

), 사람을 단련하는
)입니다.

28장 다음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20장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마치 깊은 물 같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진 자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요?

말씀들입니다.
24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 무엇이 강도와 군사처럼 오나요?

1)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

)와 같으니라.

2)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

)와 주린 (

) 같으니라.

3)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 하는 자에게는
(

)가 크리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