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본문의 범위와 순서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따릅니다. 3년에 성경일독을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문제에 답하신 후에 성경문제 제출함에 넣으시고 채점된 지난주 문제지를 찾아가세요.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 50

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7회)                     2020년 11월 22일

< 예레미야 51장 ~ 52장 >                              이  름:

1.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비유된 것들을 찾아보세요. 

  *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          )이라 (렘51:       )

  * 너는 나의 (          )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은 분쇄하며..... (렘51:       )

  * 온 세계를 멸하는 (                  )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렘51:       )

2.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준 책은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요? (렘51:        )

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렘52:        ) 

< 예레미야애가 1장 ~ 4장 > 

4.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기 이제는 ___________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되었도다. (애1:        ) 

5.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11절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애2:        )  

6.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박수치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애2:        )

7. 예레미야는 무엇이 주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나요? (애3:       )

8. 예레미야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 어느 때까지라고 했나요? (애3:    )

9. 예루살렘이 멸망 후 순금 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무엇처럼 여겨졌나요? (애4:       )

10. 예루살렘 백성들이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무엇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나요? (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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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8회)                     2020년 11월 29일

< 예레미야애가 5장 >                                      이  름:

1. 백성들은 누구와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요? (애5:         )

2.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며 애가를 마무리합니다. 21절을 적어

  보세요. (애5:        )

< 요한복음 1장 ~ 4장 >

3. 태초에 무엇이 있었나요? 이 말씀은 곧 누구인가요? (요1:        )

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요1:        ) 

5.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선언했나요? (요1:        )  

  “보라 (             )를 지고 가는 (                    )이로다”

6.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제자들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기억해냈나요? (요2:       )

  

7.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요2:       )

8.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요3:       )

9.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나요? (요3:        )

10.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3:        )

11.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했나요? (요4:        )

12.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나요? (요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