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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언에 나타난 대부분의 말씀은 누구의 잠언인가? (1장)

#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2.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2장)

# 땅에서 끊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3.

법을 잊어 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3장)

# 잠언 3:5-6을 써보자

#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3장)
4.

잠언 4:1-9에서 지혜와 명철은 각각 몇번 나오는가?

#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서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4장)
5.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6.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점 더 눕자 하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6장)

#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7. 우리가 누이로 삼고, 친족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마음이 어디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가? (7장)
8. 은대신에 받을 것은 무엇이며, 정금보다 얻을 것은 무엇인가?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인가?
# 누가 사랑을 입고, 누가 지혜를 만나게 되는가?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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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9장)
#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며, 명철은 무엇인가?
10. 여호와께서 주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0장)
# 누가 부하게 되는가?
# 미움과 사랑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 누가 장수하는가?
11.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1장)
# 사특한 자가 어떻게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가?
# 존영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의인의 열매는 무엇이며, 사람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11장)
12. 선인이 여호와께 받는 것은? (12장)
13.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13장)
#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이르는 것은?
14.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집을 허는 사람은 누구인가? (14장)
#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4장)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인데 무엇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14장)
15. 분노를 쉬게하는 말과 노를 격동케하는 말은? (15장)
# 잠15:16-17을 써보자.

16.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누가하시는가?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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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17.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17장)
# 무엇이 양약이고 무엇이 뼈를 마르게 하는가?
18. 미련한 자의 입술의 결과는? (18장)
# 멸망의 선봉은 무엇이며, 존귀의 앞잡이는 무엇인가?
19. 사람의 슬기는 무엇인가? (19장)
20. 사람의 영혼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20장)
21.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것은? (21장)
22. 많은 재물보다 택할 것은 무엇이며, 은금보다 택할 것은 무엇인가? (22장)
# 입술에 덕이 있으며 임금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23. 23장에서 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3가지만 써 보라.

24. 지혜는 영혼에 무엇과 같은가? (24장)
# 게으른 자와 지혜없는 자에게 무엇이 군사같이 이르는가?
25.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과 같은가? (25장)
26.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26장)
27.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27장)
28.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은? (28장)
#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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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누가 올무에 걸리고, 누가 안전한가? (29장)
30. 아굴의 잠언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두가지는 무엇인가? (30장)

31. 르우엘 왕을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 속에서 현숙한 여인의 값은 얼마나 귀한가? (31장)
# 칭찬을 받을 여인은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