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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9회)                     2020년 12월 6일

< 요한복음 5장 ~ 10장 >                                      이  름:

1.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5:         )

 

2. 내 (      )을 듣고 또 (                )를 믿는 자는 (         )을 얻었고 (         )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          )에서 (           )으로 옮겼느니라. (요5:        )

3. 예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나요? (요6:       )

 

4.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요6:         )

5. 이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요6:        )

6. 명절 끝 날에 예수께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7:        )

7. 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하나요? (요7:       )

8.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나요? (요8:       )

9.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8:        )

10.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나요? (요9:        )

11.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요9:        )

12.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에워싼 유대인들은 무슨 질문을 했나요? (요10:        )

13.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요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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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50회)                     2020년 12월 13일

< 요한복음 11장 ~ 16장 >                                      이  름:

1.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그가 병들었음을 알렸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11:        )

2. 나는 (          )이요 (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           )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                        )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        )

3.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를 뵙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나요? 

  (요12:        )

 
4.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요12:         )

5.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13:       )  

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요13:       )

7.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받지 못하나 제자들은 어떻게 그를 아나요? (요14:       )

8.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요14:        )

9.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15:        )

10.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요15:       )

11.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나요? (요16:        )

12.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왜 담대할 수 있나요? (요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