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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1장)
#

전도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는 1:2에 나와 있다. 써보자.

#

지혜가 많으면 또 많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2.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인생이다. 소유도, 보화도,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한 후에 자신의 손으
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 했는가? (2장)
#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어떻다고 했는가? (2장)

#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2장)

3.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3장)
* 날 때가 있고 ________ 때가 있으며 _________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_________ 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_________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_________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_________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_________ 때가 있으며 __________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
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_________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__________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_________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_________ 때가 있으며 _________할 때가
있고 ___________ 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___________할 때가 있느니라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또 사람에게 주신 마음은?

#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말미암아 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4.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쉽게 끊이지지 않는 것은? (4장)
#

늙고 준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은 사람은?

5.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5장)
#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재물과 부요와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에게서 왔나?

6.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

어떤 사람은 그 ________의 _________ _________에 부족함이 없어 _________과 _________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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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를 __________께 받았으나 _______ ___________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________
_________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7.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7장)
#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는 어디에 가는가?

#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사람을 보호하는 두가지는 무엇이며, 지식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7장)

8.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8장)
#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유는?

#

악인들이 잘되지 못하고, 날이 그림자와 같은 이유는?

#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는 어떠한가?

9.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 (9장)
#

(빈칸을 채우시오.)

네 ________ ________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________

________ 날에 사랑하는 ________와 ________ _________ 살찌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
고하고 얻은 ________이니라
#

병기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9장)

#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10. 우매자가 길을 행할 때에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10장)
#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

지혜자의 입의 말의 특징은?

`11. 식물을 어디에 던져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가? (11장)
#

식물을 누구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가? (11장)

#

우리는 알지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11장)

#

청년이 모든 일을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수 있지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11장)

12. 전도서의 핵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2:1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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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자가 경험한 인생은 무엇인가? 12:8을 써보자.

#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일의 결국을 들은 결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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