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5.1.-6.30

성경
읽기

신앙의 기본기
하루에 10분씩! 말씀 읽고 기도하며 실천하기



5월
일시 본문/제목

1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어린이주일

2월 삼하 14:1-16:14/왕자 압살롬의 난

3화 삼하 16:15-18:33/압살롬의 최후

4수 삼하 19:1-20:26/다윗과 사람들

5목 삼하 21:1-23:39/다윗의 역사

6금 삼하 24:1-왕상 1:53/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7토 왕상 2:1-4:19/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

8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어버이주일

9월 왕상 4:20-6:38/솔로몬의 영화

10화 왕상 7:1-8:21/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11목 왕상 8:22-9:28/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12목 왕상 10:1-11:43/하나님을 떠나는 솔로몬

13금 왕상 12:1-14:20/분열의 조짐

14토 왕상 14:21-16:28/북왕국과 남왕국

15주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16월 왕상 16:29-18:46/엘리야와 아합

17화 왕상 19:1-21:29/아합의 악행

18수 왕상 22:1-왕하 1:18/엘리야의 행적

19목 왕하 2:1-4:37/엘리야와 엘리사

20금 왕하 4:38-7:2/엘리사의 행적

21토 왕하 7:3-9:37/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2주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일시 본문/제목

23월 왕하 10:1-12:21/아합왕가의 몰락

24화 왕하 13:1-15:38/분열왕국 말기

25수 왕하 16:1-18:12/남 아하스와 북 호세아

26목 왕하 18:13-20:21/히스기야와 이사야

27금 왕하 21:1-23:30/요시야와 종교개혁

28토 왕하 23:31-25:30, 스 1:1-11/포로 귀환

29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30월 스 2:70-6:18/성전 재건

31화 스 6:19-10:17/성전 완공과 영적 회복

6월
1수 느 1:1-3:32/예루살렘으로 가다

2목 느 4:1-7:4/안팎으로 닥친 위기

3금 느 7:73-9:38/율법낭독

4토 느 12:43-에 2:18/하나님의 은혜

5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6월 에 2:19-6:14/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개

7화 에 7:1-10:3/부림절

8수 욥 1:1-3:26/우스 땅 욥의 고난

9목 욥 4:1-7:21/엘리바스와 욥

10금 욥 8:1-10:22/빌닷과 욥

11토 욥 11:1-14:22/소발과 욥

12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일시 본문/제목

13월 욥 15:1-17:16/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대화

14화 욥 18:1-21:34/빌닷, 소발과의 두 번째 대화

15수 욥 22:1-26:14/세 친구와 욥의 대화

16목 욥 27:1-29:25/욥의 대답

17금 욥 30:1-32:22/욥의 마지막 말

18토 욥 33:1-35:16/엘리후의 항변

19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20월 욥 36:1-37:24/계속되는 엘리후의 항변

21화 욥 38:1-39:30/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22수 욥 40:1-42:17/욥의 돌이킴

23목 시 1:1-8:9/복 있는 사람은

24금 시 9:1-16:11/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25토 시 17:1-20:9/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26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27월 시 21:1-25:22/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28화 시 26:1-31:24/내가 나의 완전함에

29수 시 32:1-35:28/허물의 사함을 받고

30목 시 36:1-39:13/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