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경] The Bible 

01,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약자 표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List the abbreviated names of the books in the OT and NT in order.  
 

02, 구약 성경을 크게 3 부분으로 구분하십시오. 
Divide the Old Testament in three major parts.  
 

03, 구약의 선지서를 순서대로 기록하십시오. 
List the Prophets in the OT in order.  
 

04, 모세가 기록한 책들의 이름을 쓰시오. 
List the books written by Moses.  
 

05, 창조의 날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List what was created on each day in order.  
 

06,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로와 그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창 3장) 
How did sin come into the world and what is the consequence (Genesis 3)? 
 

07,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열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God did not accept Abel's offering? 
 

08,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For how many years did Enoch walk with the LORD? 
 

09,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 11:4) 
Why did they build the Tower of Babel? (Genesis 11:4) 
 

10,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록하십시오. (창 11:27-25; 18장) 
Write about the life of Abraham as much as you know. (Genesis 11:27- 
 

11,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몇 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까? 
For how many days did Abraham travel to offer Isaac as sacrifice? 
 

12, “여호와 이례“는 무슨 뜻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Yaweh Jireh?" 
 

13, “벧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Bethel?  
 

14, 롯의 자손으로 이룬 두 족속의 이름을 쓰시오. 
Name the two tribes formed from the descendants of Lor.  
 

15,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오. 
Name the twelve sons of Jacob.  
 

16,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the name "Israel?" 
 



17,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the name "Benjamin?" 
 

18, 모세는 어느 지파 족속입니까? 
What tribe was Moses from? 
 

19,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does the name "Moses" mean? 
 

20,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망명한 곳의 지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me of the region where Moses fled away from Pharoh  
 

21,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the name "Gershom?" 
 

22, 모세의 입을 대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was the spokesperson for Moses? 
 

23, 애굽 나라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무엇 무엇입니까? 
List the 10 plagues brought down upon Egypt. 
 

24, 유월절의 유래와 시기를 기록하십시오.(출 12:18-13:4) 
How and when was the Passover originated? (Exodus 12:18-13:4). 
 

25, 십계명은 출애굽기 중에는 어느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In what chapter of Exodus is the exodus recorded? 
 

26, 십계명을 순서대로 기록하십시오. 
List the Ten Commandments in order.  
 

27,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 무엇입니까? 
Name the three major festivals of Israel.  
 

28, 5대 제사와 제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십시오. (레 1장-7장) 
List the five major offerings and their regulations (Levicticus 1-7). 
 

29,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무엇 무엇입니까? (Same as Number 23) 
 

30, 성소를 둘로 나누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Tabernacle was divided into two. What are their names? 
 

31,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죽은 사람의 수를 쓰시오. 
(민 16장) 
Write the name of the people who died leading a rebellion against Moses and Aaron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killed along with him. (Numbers 16) 
 

32, 나귀에게 책망 받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prophet rebuked by a donkey? 
 

33, 도피성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록하십시오. (민 35장) 



Write as much as you know about cities of refugee (Numbers 35). 
 

34,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Why did God let the Israelites wander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35, 희년에 자유를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참조) 
What is called to give freedom in the year of jubilee?  
 

36, 제사 중 피 없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What are the offerings without blood? 
 

37, 아론의 아들 중 성소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쓰시오. 
Name the sons of Aaron whom died in the Holy Place 
 

38, “나실”인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Nazarites? 
 

39,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맺힌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What did Aaron's budded staff produce?  
 

40, 모세의 후계자의 이름을 쓰시오. 
Who succeeded Moses? 
 

41, 도피성에 대하여 아는 바를 쓰시오. 
 

42, 나오미의 가족 관계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십시오. 
Write as much as you know about the family of Naomi.  
 

43,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을 쓰시고, 그 여인의 신앙적인 특징을 쓰시오. 
Name Samuel's mother and describe her spiritual characteristics.  
 

44,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탈취하여 간 민족의 이름을 쓰시오. 
Name the people who took the Ark of Covenant from Israel. 
 

45, “에벤에셀”이란 무슨 뜻입니까? 
What does "Ebenezel" mean? 
 

46,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의 이름을 쓰시오. 
Name the first king of Israel.  
 

47, 다윗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Name the friend who David loved like his own life. 
 

48,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is the son of David who built the Temple? 
 

49,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me of Uriah's wife whom David had adultery with? 
 

50,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의 이름은? 



Who is the prophet who scorned David for the census? 
 

51,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상 3:12-) 
Why did the household of Eli fall? (1Samuel 3:12-) 
 

52,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삼상 13:5-15) 
Why did King Saul sin against God? (1Sam 13:5-15) 
 

53,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삼상 2:23; 삼하 1:14) 
What was David's attitude toward King Saul who persecuted him? (1Samuel 2:23; 2Samuel 1:14) 
 

54,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상 3:9. 10) 
What pleased God in King Solomon? (1Kings 3:9-10) 
 

55, 이스라엘이 어느 왕 때에 남. 북 왕조로 분열되었습니까? 
During whose reign was Israel divided into the southern kingdom and the northern kingdom? 
 

56,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나라를 혼란하게 한 왕의 이름은? 
Who was the king who married Jezebel and corrupted the kingdom? 
 

57, 그의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선지자의 이름은? 
Which prophet asked for a double portion of his teacher's spirit? 
 

58, 기도로 생명을 연장 받은 왕의 이름은? 
Name the king whose life was extended through prayer. 
 

59,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함 왕비의 이름은? 
Who said, "If I perish, I perish?" 
 

60,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대하 36:13-16) 
What was the cause of the fall of Israel and Judah? (2Chronicles 36:13-16) 
 

61, 에스라와 느혜미야는 각각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스 7:1-; 느 1:1-11) 
Who were Ezra and Nehemiah and what did they do? (Ezra 7:1-; Nehemiah 1:1-11) 
 

62, 부림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9:26-32) 
How was Purim originated? (Esther 9:26-32) 
 

63, 시편은 모두 몇 권,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How many books and chapters are in the Book of Psalms? 
 

64,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Who is the blessed one in Psalm 1? 
 

65, 시편에는 누구의 시가 가장 많습니까? 
Who wrote the most Psalms? 
 

66,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시편은 어느 것입니까? 
Which Psalm is most quoted regarding Jesus' suffering on the cross? 
 



67,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 1:7) 
What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and wisdom? (Proverbs 1:7) 
 

68, 솔로몬 왕이 지은 잠언과 노래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왕상 4:32) 
How many proverbs and songs did King Solomon write? (1Kings 4:32) 
 

69,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대표적인 곳은? 
What chapter in Isaiah prominently prophesies the birth of Jesus?  
 

70,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地名)은? 
Where did the Word of God come to Ezekiel? 
 

71, 다니엘의 신앙 친구들의 이름을 써보시오. 
Write the names of Daniel's godly friends? 
 

72,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말의 뜻을 풀이하십시오. 
What does "MENE, MENE, TEKEL, PARSIN" mean?  
 

73, 호세아가 데려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의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the adulterous woman to whom Hosea got married? 
 

74, 요나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Where did Prophet Jonah preach the message of repentance? 
 

75, 목자 출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shepherd-turned prophet? 
 

76, 요엘서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와 회개) 
What is the theme of Joel and why was it written? 
 

77, 아모스서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정 부패 규탄, 정의 외침, 속죄가 오심) 
What is the theme of Amos and why was it written? 
 

78, 학개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What is the central theme of Haggai? 
 

79,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구분하십시오. 
List the New Testament book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Gospels, History, Pauline Epistles, and 

General Epistles 
 

80, 공관복음이란 무엇입니까?  
Explain Synoptic Gospels. 
 

81,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alogy in Matthew and that in Luke? 
 

82,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 1:23) 
What does Emmanuel mean? (Matthew 1:23) 
 



83,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은 무엇입니까? 
Where was Jesus born? 
 

84,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What gifts did the wise men bring to baby Jesus? 
 

85, 예수님이 받으신 세(3) 가지 시험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Explain briefly three temptations Jesus received.  
 

86, 예수님이 자라나신 지명은? 
Where did Jesus grow up? 
 

87, 팔(8) 복은 어느 책,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What book and chapter of the Bible is the Beatitudes recorded? 
 

88, 예수님의 열 두(12) 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Name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89,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과 그 내력을 설명하시오. 
Explain what the name "Peter" means and how the name was given to him.  
 

90,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한 내용들을 열거하십시오.(마 13장) 
List the parable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n Matthew 13.  
 

91,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마 13장) 
List the names of Jesus' brothers. (Matthew 13) 
 

92,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 27장) 
Who buried Jesus in his own tomb? (Matthew 27) 
 

93,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마 28장) 
Who was the first person Jesus saw after the resurrection? (Matthew 28) 
 

94, “달리다굼”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 5:41) 
What does "Talitha cumi" mean? (Mark 5:41) 
 

95, “에바다”는 무슨 뜻입니까? (막 7장)  
What does "Ephphatha" mean? (Mark 7) 
 

96,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Write the seven last words of Christ on the cross.  
 

9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claimed there was no resurrection?  
 

98,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요 1장) 
Who is given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 
 

99,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 2장) 
What was the first sign of Jesus? (John 2) 



 

100,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태도는? (요 4장) 
What did Jesus teach the woman at the well about worship? (John 4) 
 

101, 실로암은 어떻게 번역되는 말입니까? (요 9강) 
What does "Siloam" mean? (John 9) 
 

102,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17장) 
Where is Jesus' intercessary prayer recorded? (John 17) 
 

103,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요 14장 ) 
Who is with us forever, whom Jesus asked the Father to send? (John 14) 
 

104,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패에 써 붙인 말은 무엇입니까? (요 19장) 
What was written on the notice Pilate had prepared and fastened on the cross? (John 19) 
 

105, 예수님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 13:34) 
What is the new commandment Jesus gave? (John 13:34) 
 

106, 영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요 17: ) 
Define eternal life. (John 17) 
 

107, 말세에 대한 징조를 아는대로 쓰십시오. (마 24: ) 
Write the signs of the end times as you know. (Matthew 24) 
 

108, 요한복음 3:16을 외워 쓰십시오. 
Write John 3:16.  
 

109,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Who wrote the book of Acts. 
 

110, 사도행전 1:8을 외워 쓰십시오. 
Write Acts 1:8. 
 

111, 초대 교회의 일곱 집사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행 6: ) 
List the Seven Deacons of the early church. (Acts 6) 
 

112, 사울이 어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Where was Saul heading when he encountered Jesus?  
 

113, 성령의 권능을 돈을 드려 사려고 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 8장) 
Who tried to buy the power of the Spirit with money? (Acts 8) 
 

114,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은 어디입니까? (행 11장) 
Where was believers called Christians for the first time? (Acts 11) 
 

115,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다투었습니까? (행 15장) 
Why did Paul and Barbabas quarrel? (Acts 15) 
 



116,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 20장) 
Who fell from the upstairs window slumbering during Paul's teaching?  
 

117, 로마서의 총 제목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mplete title of Romans?  
 

118,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고전 1장) 
What was the cause of the disputes in the Corinthian church? (1Corinthians 1) 
 

119,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록하십시오. (고전 12장) 
Write about the spiritual gifts as much as you know. (1Corinthians 12) 
 

120, 헌금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고후 9장) 
With what kind of heart attitude should we give offerings? (2Corinthians 9) 
 

121,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 5장) 
What is the fruit of the Spirit? (Galatians 5) 
 

122, 전신갑주에 대하여 기록하십시오. (엡 6장) 
Write about the full armor of God. (Ephesians 6) 
 

123,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빌 3장) 
What is Paul's way of expressing his changed way of life? (Philippians 3) 
 

124,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골 2장; 롬 6장) 
What is the meaning of baptism? (Colossians 2, Romans 6) 
 

125, 믿음 장, 사랑 장, 부활 장은 각각 어디입니까? (히 11장. 고전 13장, 15장) 
What chapters of the Bible are called the chapter of faith, the chapter of love, and the chapter of resurrection? 

(Hebrews 11, 1Corinthians 13, 1Corinthians 15) 
 

126,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기록을 구체적으로 써 보십시오.  
(복음서, 사도행전 1장,  고전 15장) 
Write in detail about the records of Jesus' appearance after his resurrection. (Gospels, Acts 1 and 1Corinthians 

15) 
 

127, 계시록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름들과 특징을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계 3장) 
List the names and brief descriptions of the seven church in Revelation. (Revelation 3). 
 

128, 믿음에 더 공급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벧후 1장) 
What should be added to faith? (2Peter 1) 
 

129,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3 가지는 무엇입니까? (살전 5장) 
What are the three things God wills for us? (1Thessalonians 5) 
 

130,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책은? 
Which book in the Bible records the beginning of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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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 문 제
성경I.

구약 모세오경 총 문항: ( 80 )⋅

1. 천지창조의 순서를 말해 보시오 창( 1)
2.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씀이 없는 창조의 날은 언제입니까‘ ’ ?
3. 창세기 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2:24 “ .” 라는

말씀을 신약에 인용한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 아다와 씰라의 남편이 되는 라멕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시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5.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얻은 씨는 누구입니까?
6.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몇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까?
7. 홍수 심판을 재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8. 창세기 절 말씀을 써 보십시오12:1-3 .
9.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돌아오면서 누구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까?
10. 할례는 출생한지 몇 일만에 받습니까?
11. 여호와 이레는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의 뜻이 무엇입니까? ?
12. 아브라함이 가족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세겔을 주고 사들인400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들의 이름을 써 보십시오.
13.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외조부 브두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베개로 삼은 돌로 단을

쌓았던 장소인 벧엘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14. 야곱의 아들의 순서와 생모들의 이름을 써 보십시오12 .
15.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장사된 상수리 나무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6.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낳은 쌍동이 중에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17.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형제의 이름은?
18. 야곱은 몇 명의 집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19. 바로가 야곱의 족속들에게 준 기업이 있는 곳의 이름은?
20.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메시야에 관한 약속을 예언한 창세기 의 말씀을 써 보십시오49:10 .

이 유다를 떠나 아니하며 치라자의 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 , ( )
아니하시기를 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이 복종하리로다( ) ( ) .

21. 창세기에서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 유다 야곱.㉡ 에브라임 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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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 건축한 국고성의 이름은?
23.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취하여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4.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25. 모세가 속한 지파의 이름과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쓰십시오 출( 6:20).
26. 레위의 아들 중 고핫을 제외한 나머지 두 아들의 이름을 쓰십시오3 .
27. 레위의 아들 중 고핫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쓰십시오4 .
28. 바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허락했던 재앙은?
29. 유월절 절기와 관계가 있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0. 유월절 규례에 대해 적어 보십시오.
31.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한 년수는?
32. 다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곳이 아닌 곳은?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 . .㉠ ㉡ ㉢ ㉣
33.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34.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좌 우의 손을 붙들어 올려준 사람들의 이름은. ?
3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지 몇 개월 만에 시내광야에 도착했습니까?
36.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곳이 어디 몇 장입니까2 , ?
37.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할 세 가지 명절이 무엇입니까 출?( 23:14-16).
38.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39.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얼마입니까?
40. 증거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출?( 25:10)
41. 제사장의 옷 중 흉패 안에 무엇을 넣어 하나님의 판결을 얻어 내었습니까?
42. 다음 중 성소에 있는 기물이 아닌 것은?

진설병 놓는 상 등대 금향로 분향단. . . .㉠ ㉡ ㉢ ㉣
43. 다음 중 성막의 기구를 제 위치에 배치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궤 지성소 진설병의 상 성소 번제단 성소 물두멍 성막의 안뜰. - . . . -㉠ ㉡ – ㉢ – ㉣
44. 소제물에 섞에서는 안되는 것 가지가 무엇입니까 레2 ?( 2:11-13)
45. 다섯가지 제사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 , ,
46. 제사장의 위임식은 몇 일 동안 행해졌습니까?
47.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분향하여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48.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9.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 이스라엘의 절기 중 잘못된 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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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교절 월 일 일 일간1 15 -21 (7 )– 나팔절 월 일. 7 1㉡ –
속죄일 월 일. 7 14㉢ – 초막절 월 일 일 일간. 7 15 -21 (7 )㉣ –

51.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기록된 레위기와 신명기의 장은?
레위기 장 신명기 장26 , 28

52. 애굽에서 나온지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곳은?
53. 일반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지파는 민( 1:47)?
54. 대제사장 및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중 어느 자손에서 계승되었습니까 민?( 3:27)
55. 나실인이 지켜야할 서원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민?( 6:3-9)
56.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민수기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 6:24-26]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24)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25)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26)

57. 레위 지파의 세 자손 중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오 운반하지 않고 어깨에 직접 메여 운반했던, 자손은
누구입니까?
58.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므로 하나님의 불이 진 끝을 살랐던 장소는?

마라 다베라 르비딤 엘림. . . .㉠ ㉡ ㉢ ㉣
59. 모세가 자신의 직무를 돌보기 위해 선임했던 장로들의 숫자는?
60. 가나안 땅에 보낸 명의 정탐군 중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은12 ?
61.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은?

고라 다단 스둘 아비람. . . .㉠ ㉡ ㉢ ㉣
62.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금지하는 뜻으로 어느 지파의 지팡이에 살구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까?
63. 민수기 장에 등장하는 소금언약 이란 무엇을 말합니까18 ‘ ’ ?
64.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민?( 18:21)
65. 브올의 아들 발람을 유혹한 모압의 왕이며 십볼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66.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67. 애굽에서 떠난 후 광야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곳은 어디인가?

시내광야 바란광야 모압평지 호르마. . . .㉠ ㉡ ㉢ ㉣
68.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하였습니까?
69. 하나님께서 무슨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암몬족속 아모리족속 미디안족속 모압족속. . . .㉠ ㉡ ㉢ ㉣
70. 신명기 의 말씀을 암송하여 써 보십시오4:24 .
71. 신명기 의 말씀을 암송하여 써 보십시오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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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73.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선포한 산과 저주를 선포한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74. 구제를 위한 십일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신?( 14:28-29)
75. 협의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살인자가 보수자를 피하여 거주했던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76. 곡식을 베거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그 나머지를 다시 거두지 않고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77.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각 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
78. 비유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무엇입니까 신?( 32:15)
79.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 빠진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신?( 33:6-24)
80.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 입니까?

구약 역사서 시가서 총 문항: & ( 100 )⋅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서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1.
가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 ( 1)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낸 두 사람은 여리고에서 어디에 유숙하였습니까2. ?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 수- ( 2)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한3.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므로 수- ( 6)
아이성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4.

낭독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에발산 수- ( 8)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5. ?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수- ( 14)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은 어디에서 제비 뽑아 땅을 나6.

누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수- ( 19)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보복자를 피해 거주하도록 정한 곳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7. ?
도피성 수- ( 20)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후에 온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가 누구라고 하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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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수- ( 23)
여호수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셨습니까9. ?
유다 삿- ( 1)
기럇 세벨을 쳐서 갈렙의 아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고 후에 메소다미나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이10.

스라엘의 사사는 누구입니까?
옷니엘 삿- ( 1&3)
다음은 사사기 장 절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십시오11. 2 2-3 . .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을 맺지 말며 그들의 들을 헐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선지자의12.
이름은 무엇입니까?
드보라 삿- ( 4)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시겠다고13.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삿- ( 7)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14.

다가 자기 딸을 잃게 된 사사는 누구입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 삿- ( 11)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한 이유는15.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삿- ( 13)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사사는 누구입니까16. ?
삼손 삿- ( 15)
사사기 장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다 하였습니까17. 21 25 ‘ ’ ?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으로 인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던 유다 베18.

들레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룻- ( 1)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무엇과 무엇이 자19.

신의 것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 1)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은 누구입니까20. ?
보아스 룻-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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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무를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지 물었을 때 그가 거절21.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 ...

르지 못하노니 룻( 4:5-6)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과 어떤 관계입니까22. ?
증조부모 룻- ( 4)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삼상23. ? - ( 1)
다음 구절은 사무엘상 장 절 말씀입니다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십시오24. 2 26 . .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와 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사람들- ,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25. ?
여호와의 언약궤 삼상- ( 4)
다음 구절은 사무엘상 장 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거룩하26. 6 20 . ? “

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죽임을 당하고 슬피 울며 한 말- .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금식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스렸던 곳은27.

어디입니까?
미스바 삼상- ( 7)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28. ?
베냐민 삼상- ( 9)
다음 구절은 사무엘상 장 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으십시오 나는29. 12 23 . . “

너희를 위하여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
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친 후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하30.

려고 했다고 핑계하였을 때 사무엘은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에게 말하였
습니까?
순종 듣는 것 삼상- , ( 15)
사무엘은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어떤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까31. ?
점치는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삼상- , ( 15)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였습니까32. ?
여호와께 삼상- ( 17)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은 사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33. ?
요나단 삼상-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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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를 창에서 달아 내려 도망하게 한 사울의 딸은 누구입니34.
까?
미갈 삼상- ( 19)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 광야 수풀에 있다가 올라가서 머무른 요새는 어디입니까35. ?
엔게디 삼상- ( 23)
다윗을 찾으러 온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기를 금하면서 다윗은 그36.

이유는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삼상- ( 24)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37. ?
길보아 산 삼상- ( 31)
사울의 죽음을 전해듣고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여 부르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친 슬38.

픈 노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활 노래 삼하- ( 1)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까39. ?
헤브론 삼하- ( 2)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몇 세에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40. ?
삼십 세 사십 년 삼하- , ( 5)
다윗이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41. ?
여부스 사람 삼하- ( 5)
여호와의 궤가 석달을 머물며 온 집에 복을 주었던 곳은 어디입니까42. ?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 삼하- ( 6)
사무엘하 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43. 7 ,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몸에서 날 네 씨- /
다윗이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그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한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44. ?
므비보셋 삼하- ( 9)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준 이름 여디디야의 뜻은 무엇입니까45. ?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삼하- .( 12)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마음이 아파 울며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46. ?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삼하- ( 18)
다윗 왕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이 몇 명이었47.

습니까?
칠만 명 삼하- ( 24)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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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왕상( 2)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51. ?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 )( 3)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여 공사를 돕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52. ?
두로 왕 히람 왕상- ( 5)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대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로 메어 들였습니까53. ?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왕상- ( 8)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몇 일간을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습니까54. ?
칠 일과 칠 일 도합 십사 일간 왕상- ( 8)
성전 봉헌 후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무엇과 무엇과 무55.

엇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 왕상- , , ( 9)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56. ?
그와 통혼한 많은 이방 여인들왕상- ( 11)
하나님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57. ?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왕상- ( 11)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58. ?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단의 제사장으로 삼은 일 왕상- ( 13)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아59.

세라 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폐하였던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사 왕상- ( 15)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60.

바울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상- ( 16)
엘리야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 선지자61.

사백 명을 어디로 모으라고 하였습니까?
갈멜 산 왕상- ( 18)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긴 후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62.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왕상- / ( 19)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할 때에 자기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63.

만 예언하기로 미워하였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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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야 왕상- ( 22)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함께하였고 나아만의 재물을 탐하였다가 나병이 들었던 엘리사64.

의 사환은 누구입니까?
게하시 왕하- ( 4&5)
암몬 사람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은 후에 엘리사가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자 그는 이제부터 어떻게65.

하겠다는 결심을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

리겠나이다 왕하( 5)
자기 아들이 죽은 후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 유다를 통치했던 이세벨의66.

딸은 누구입니까?
아달랴 왕하- ( 11)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내쫓겨 어디로 사로잡혀 갔습니67.

까?
앗수르 왕하- ( 17)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앗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68. ?
이방인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주하였다 왕하.( 17)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대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날에 몇 년을69.

더하셨습니까?
십오 년 왕하- ( 20)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던 유다 왕 요시야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70. ?
율법책 왕하- ( 22)
유다가 멸망한 후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습니까71. ?
칠십 년 대하- ( 36)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72.

축하라는 조서가 공포된 것은 언제입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스- ( 1)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73.

데 앞장 선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스- ( 5)
고레스 왕의 조서 공포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어느 왕 때에 성전 건축의 일을 끝내었습니74.

까?
다리오 왕 스- ( 6)
예루살렘의 환난에 대하여 전하여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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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까?
왕의 술 관원 느- ( 1)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에 비웃고 훼방하였던 호론 사람과 암몬 사람과76.

아라비아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느- , , ( 2)
이스라엘 자손이 성벽 건축을 마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 앞에77.

서 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사 에스라 느- ( 8)
에스더 장에서 바사의 도성 수산에 살던 유다인 모르드개와 그가 딸처럼 양육한 에스더는 어떤 사이였78. 2

습니까?
사촌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삼촌의 딸 에- ( )( 2)
에스더 장에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회답79. 4

하였습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에- ( 4)
욥기 장에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욥을 참소하여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실 때 다만80. 1

무엇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몸 욥- ( 1)
다음 구절은 욥이 그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한 말81.

입닏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시요- ( ) ( ) ( )

거두신 이도 시오니 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 ( ) ( 1:21)
알몸 알몸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 , ,➔
다음 구절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82. .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는 내가 같이 되어 나오리라- ( ) ( ) ( ) ( )
욥( 23:10)
그가 그가 단련 순금, , ,➔
시편 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까83. 1 ?
여호와의 율법-
시편 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관을 씌우셨다84. 8

고 노래하였습니까?
영화와 존귀-
시편 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85. 23

하였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



- 11 -

시편 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한다고 노래하였습니까86. 42 ?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
시편 편의 기자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노래합니까87. 80 ?
구원-
시편 편의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잇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까88. 84 ?
시온의 대로-
시편 편의 기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기를 구하며 주의 눈 앞에는 무엇이 하나도 없다89. 143

고 말합니까?
의로운 인생-
잠언 장은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까90. 1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까91. 3 ?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잠언 장에서는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어디에 새기며 어디92. 6

에 매라고 하였습니까?
네 마음에 네 목에- ,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이 구절에서 나 는 누93. “ ”( 8:22) ‘ ’

구입니까?
지혜-
잠언 장은 현숙한 아내의 값은 무엇보다 더 하다고 말합니까94. 31 ?
진주-
전도서 장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무엇도 많으며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하게 된다고 하였95. 1

습니까?
번뇌 근심- ,
전도서와 아가서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96. ?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는 범사에 무엇이 있고 찬하 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고 하였습니까97. ?
기한 때 전도서- , ( 3)
아가서의 기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무엇과 같다고 고백합니까98. ?
백합화 아- ( 2)
아가서의 저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99. ?
술람미 여자 아- ( 6)
아가서의 기자는 그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무엇 같이 마음에 품고 무엇 갚이 팔에 두라고 호소합니100.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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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아- ( 8)

구약 선지서 총 문항: ( 84 )⋅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되 무엇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장1. ?( 1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가 환상중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장2. ‘ .’ . ?( 6 )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어떤 징조를 보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3. ?(
장7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4. ‘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 , , ’
말씀은 누구를 예언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장?( 9 )
메시아-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게 눈물로 호소해서 그의 수명이 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증표로 보여준5. 15 .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장?( 38 )
일영표의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신 증표-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가 나온 성경과 그 장은 이사야 장6. ?( 40 )
이사야 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40 ,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음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사야 장7. ( ) .( 41 )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 ) ( ) ( )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메시아가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8. ?
이사야 장- 53
여호와를 찾고 부르되 어떤 때에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장9. ? ( 55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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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장?( 59 )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종 메시야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사야 장11. , ?( 61 )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장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
여호와의 부르심을 들은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장12. ? ( 1 )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장13. ?( 2 )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찾아 섬긴 것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장14. ?( 5 )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을 무엇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장15. ?( 17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그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을 보이신 곳은 어디에16.

나옵니까 예레미야 장?( 18 )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아 예언하기가 어렵자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 때문에 다시17.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장?( 20 )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때가 이르면 여호와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이름을18.

무엇이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장? ( 23 )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장19. ( ) ?( 31 )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을 그들의 속에 두며( ) ( )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이 되고 그들은 내 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 )
언약 법 하나님 백성- / / /
예레미야 장 절을 암송하시오20. 33 3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들의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한 것을 끝까지 굳게 지킨 족속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21. ? (
장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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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갑 족속-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게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장22. ? ( 38 )
왕국 환관 에벳멜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해 간 유다 백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예레미야 장23. ?( 52 )
그 총수가 사천육백 명이더라-
시온의 도로가 쳐량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장24. ? ( 1 )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으므로 절기가 되어도 시온의 도로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고초와 재난 속에서 낙심되나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장25. ?( 3 )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고초와 재난으로 진멸 되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생물의 네 얼굴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장26. ?( 1 )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 , ,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겔 장27. ?( 3 )
여호와께서 주신 두루마리 책-
여호와께서 멸하실 나라에 의로운 사람 누구 누구가 있어도 그들 자신의 생명만 구원 얻을 것이라고28.

하셨습니까 에스겔 장? ( 14 )
노아 다니엘 욥- , ,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장29. ?( 18 )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한 왕은 누구입니까 에스겔30. ?(
장28 )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마른 뼈의 환상에서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혔고 생기가31.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때 이른 일이 일어났습니까. ?
에스겔 장( 37 )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 나온 물이 가는 곳 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32.

소성함을 얻고 강 좌우에 각종 실과가 맺히는 일이 일어났던 일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에스겔 장- 47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 장33. ? ( 48 )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 장34. . ?( 1 )
다니엘 벨드사살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 - , - , - , -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다니엘 장35.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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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안에 알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장36. ( ) ? ( 3 )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전의 기명으로 잔치를 벌이던 그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쓰인 글자와 그 뜻은37.

무엇입니까 다니엘 장?( 5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 ” :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들이 꾸민 계략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장38. ? ( 6 )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돠서 무엇을 주려고39.

햇습니까 다니엘 장? ( 9 )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다니엘 장 절을 암송하시오40. 12 3 .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소선지서의 순서를 말하시오41. 12 .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 - - - - - - - - - -
호세아의 아내 이름과 세 자녀의 이름은42. ?
아내 고멜 자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 , : , ,
호세아가 집나간 아내를 다시 사올 때 무엇을 주고 사왔는가43. ?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호44. ( ) . 6:6
나는 를 원하고 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을 원하노라( ) ( ) ( ) .
인애 제사 하나님을 아는 것- / /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예언의 말씀은45. " "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말씀인데 십이 소선지서 중 어느 책에 예언된 말씀인가?
호세아- 11:1
선지자 요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46. ?
브두엘-
팟종이 메뚜기 늣 황충 재앙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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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엘-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어디인가48. ?
요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된 책은49. ... ?
요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라는 말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책은50. ?
요엘-
지진 전 이년에 활동한 예언자는 누구인가51. ?
아모스-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무엇에 비유했나52. ?
바산 암소-
아모스 장 절을 암송하시오53. 5 24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54. ? " "
아모스-
오바댜는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있는가55. ?
장- 1
오바댜는 어느 민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있나56. ?
에돔족속-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57. ?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함-
다음은 누구의 말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58. ? "

자로다"
요나-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로 가게 해 준 것은59. ?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60. ?
박넝쿨-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 명이었나61. ?
십이만여 명-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말하며 평화를 선포한 선지자는62. ?
미가-
괄호를 채우시오63. .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를 행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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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 ( ) ”( 6:8)
공의 인자 겸손히- / /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던 도시는 어디인가64. ?
니느웨-
휙휙하는 채찍소리 굉굉하는 병거바퀴 소리가 등장하는 책은65. , ?
나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심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은66. ?
하박국-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어느 책에 있는 말씀입니까67. ?
하박국- (2:4)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은 어느 책에 있는68.

말씀입니까?
하박국- (2:14)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69. ‘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을 기록한 책은’ ?
하박국- (3:2)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70. ( ) .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 ”( 3:17-18)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은 누구인가71. , , , ?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72. ‘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책은?
스바냐-
성전 재건축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는73. ?
학개 스가랴- ,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책은74. " " ?

학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유다총독과 대제사장은 누구인가75. ?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 , -
여덟 개의 환상을 본 선지자는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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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77. ?
스가랴- (9:9)
예수님께서 은 삼십에 팔릴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78. ?
스가랴- (11:12)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79. ?
스가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은80. ?
말라기-

81.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라는 말씀을 기록한
책은?
말라기-
십일조를 강조한 선지자는82. ?
말라기-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83. ( ) .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 )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서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나84. ?
엘리야-

신약 복음서 사도행전 총 문항: & ( 60 )⋅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1. . (1)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2. ? (1)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 것이라고 했는가3. ?(3)

주기도문이 기록된 성경장수는4. ?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5. ?(12)

씨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가지 밭은6. 4 ?(13)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적으라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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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적으라8. (16)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자들은9. ?(17)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어진 두 계명은 무엇인가10. ?(22)

장에 나타난 비유 세가지는11. 25 ?

가룟 유다는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 주었는가12. ?(26)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의 뜻은13. ?(27)

마가복음

우뢰의 아들이란 별명을 받았던 형제는 누구인가14. ?(3)

달리다굼의 뜻은15. ?(5)

에바다의 뜻은16. ?(7)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는17. ?(9)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 함인가18. ?(10)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헌금 액수는19. ?(12)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닭이 몇번 울었는가20. ?(14)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세 여인은21. ?(16)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22. ?(1)

천사가 전하준 소식은 어떠한 소식인가23. ?(2:10)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24. ?(2)

시몬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구절을 적으라25. (4)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은 후 고백한 내용은26. ?(5)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가27. ?(5)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는가28. ?(7)

예수님이 죽었으나 살려준 딸의 아버지 회장장의 이름은29. ?(8)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도망간 자는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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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는가31. ?(11)

누가복음 장에 기록된 비유 세 가지는32. 15 ?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기가 어려울까33.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자들은33. ?(20)

예수님이 소능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장소는34. ?(24)ㄹ

요한복음

이 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의 공란에 들어갈 말은35. “( ) ( ) ” ?(1)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은36. ?(2)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직업은37. ?(3)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서 무엇이라고 했는가38. ?(6:35,8:12,10:7,10:11,11:25,14:6,15:1)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가39. ?(9)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는40. ?(10)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제자는41. ?(11)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씻은 본을 보이신 이유는42. ?(13)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43. ?(16)

예수님이 잡히시던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은44. ?(18)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은 어느 나라 글로 기록되었는가45. ?(19)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46. ?(20)

사도행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47. ?(1)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중 하나로 뽑힌 자의 이름은48. 12 ?(1)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은 사람은49. ?(5)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누구의 발 앞에 두었는가50. ?(7)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으로부터 전도받고 세례받은 자는 누구인가51. ?(8)

베드로가 살린 여자의 이름은5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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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에 먹혀 죽음 사람은53. ?(12)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가54. ?(13)

예루살렘 회의가 모인 이유는55. ?(15)

빌립보에서 바울이 얻은 첫 결신자의 이름은56. ?(16)

아볼로는 무엇이 좋고 무엇에 능통한 자였는가57. ?(18)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 서원의 이름과 가르친 햇수는58. ?(19)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에 의해 살게 된 자는59. ?(20)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광풍의 이름은60. ?(27)

신약 서신서 로마서 빌레몬서 총 문항: 1 ( ~ , 90 )⋅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신가요1.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 )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나요2. ?
영광과 존귀와 평강( )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됩니까3. ?
믿음( )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나요4. ?
소망( )
한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5.

리라 여기서 말한 한사람 은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 ?
아담과 그리스도(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있는 무엇입니까6. ?
영생( )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7. “

고백하였나요?
내가 아니라 내속의 죄( )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한 법이 무엇입니까8. ?
생명과 성령의 법(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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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안(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10.

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심( )
사람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11. ?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인가요12. ?
의와 평강과 희락( )
바울과 함께 장막업을 하며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역을 도웠던 부부가 누구입니까13.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14. ?
십자가의 도( )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15. ?
하나님의 영 성령( , )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16. ?
충성(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나요17. ?
능력( )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나요18. ?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나요19. ?
그리스도( )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20.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 )
주께서 베푸신 성찬에서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21. ?
떡 그리스도의 몸 잔 그리스도의 피( - - )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무엇이 아니고서는 누구든22.

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요?
성령( )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는 항상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23. , , ?
사랑( )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의 하나님이시라24. ( ) .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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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가 있느니라26. ( )
자유( )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쌍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요 버린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려 뜨림을27.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는가요28. ?

화목케 하는 직분( )
세상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나요29. ?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30. ?

육체의 가시( )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나 사람에게 받거나 배 운 것이 아31. ‘

니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바울이 갈 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32. 2:20

것이라고 고백하였나요?
나를 위해 자기 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무엇33.

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나요?
믿음( )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34.

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물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만 효력이 있나요35. ?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36. ?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 , , , , , , , )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37.

무엇을 거두나요?
영생( )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38.

무엇으로 삼으셨나요?
교회의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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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39. ?
십자가( )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에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40.

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
우리가 다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자라가야41.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42. ?

착함 의로움 진실함( , , )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43. ?

남편 아내사랑 아내 복종( - - )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무엇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하였나요44. ?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45.

게 하려하심인가요?
고난( )
바울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의 쓸 것을 도우며 자기 목숭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를 섬겼던46.

자가 누구인가요?
에바브로디도( )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47.

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48.

있다고 하였나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아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49.

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무엇50.

을 채운다고 하였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하고 이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였나5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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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 하였나52.

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
그리스도 에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세가지53. ?( )
항상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중보자가 한분이시니 그가 누구입니까54. ?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일체 순종하므로 조용히 배우도록 종용55.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 )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56. ?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담력( , )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하므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여 진57.

다고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나요58. ?

약속( )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 하였나요59. ?

믿음을 배반한자( )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엇이 있으면 족한60.

줄로 알라고 하였나요?
먹을 것과 입을 것( )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나요61. ?

돈(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러워 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슨 마음인가요62. ?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안에 강하고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63. sorp

고 하였나요?
충성된 자들( )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된 것 같이 매이는데 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무엇은 매이지 아니한64.

다고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나요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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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박( )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성경은 무66.

엇으로 기록되었나요?
하나님의 감동( )
바울이 내가 선한싸움을 다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무엇이 예67.

비되었다고 하였나요?
의의 면류관(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무엇으68.

로 하셨나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 보낸 그의 심복이 누구인가요69. ?
오네시모(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무엇70.

이 없으시나요?
죄(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의의 왕 살렘왕 평강의 왕으로 아브라함에 복을 빈자가 누구71. , , 

인가요?
멜기세덱( )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영원한 속72.

죄를 이루셨나요?
자기의 피( )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무엇이 없으면 사함이 없나요73. ?

피흘림( )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흐에는 무엇이 있나요74. ?

심판( )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75.

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무엇인가요?
그의 육체( )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르 찾는 자들에76.

게 무엇을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냐요?
상( )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77.

성과 함께 무엇을 받기를 더좋아하였나요?
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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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78.
맺게 되나요?
의와 평강의 열매( )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러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79.

야 함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인가요?
소멸하는 불( )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80.

나요?
인내( )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나요81. ?

사망( )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82.

못하나요?
하나님의 의( )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같은가요83. ?

죽은 것이다( )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례바뀌를 불사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84. ?

혀( )
너희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인가요85. ?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구하기 때문( )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 치시고 겸손 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요86. ?

은혜( )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87.

된 것인가요?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 )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이 무엇인가요88. ?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어떻게89.

되나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90.

귀히 여기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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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서신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총 문항: 2 ( ~ , 38 )⋅

히브리서

하나님은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1.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무엇을 감찰하는가2. ?(4)

예수님은 누구의 밭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는가3. ?(7)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케 되는가4. ?(9)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인가5. ?(10)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6. ?(11)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약7. ?( 1)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약8. ?( 2)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도 무엇이 되는가 약9. ?( 4)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베드로는 어떠한 자라고 했는가 벧전10. ?( 2:9)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고자 함이가 벧전11. ?( 3)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벧전12. ?( 4)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 해야 할 일을 순서적으로 적으라 벧후13. ( 1:5-7)

성령의 영감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어디에 있는가 벧후14. ?( 1)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을 따라 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보는가 벧후15. ( ) ( ) ?( 3)

요한일서 유다서 –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사하시며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는가 요일16. ?( 1)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인가 요일17. ?( 2)

죄란 무엇인가 요일18. ?( 3)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모르는 자인가 요일19.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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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자에게 생명의 있고 없음은 어떻게 아는가 요일20. ?( 5)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요이21. ?( )

요한 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22. 3 ?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툰 자는 유23. ?( )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에게 보내어졌는가24. ?(1)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와 책망만 들었던 교회는25. ?(2-3)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은26. ?(4)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27. ?(5)

인 사건에 나타난 네 종류의 말의 색깔은28. ?(6)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 이름은29. ?(7)

황충 사건은 몇번째 나팔 사건인가30. ?(9)

천사가 갖다 먹으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31. ?(10)

두 증인이 몇 일을 예언하리라고 했는가32. ?(11)

요한계시록 에 등장하는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가33. 13 ?(13)

번째 대접 사건에 등장하는 개구리같은 세 영은 무엇인가34. 6 ?(16)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35. ?(17)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무엇이 없는가36. ?(20)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로의 초대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37. ?(22)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3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