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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은 성경본문은 성탄절 관련 본문들로 26일자부터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어집니다.

< 이사야 9장 >                                      이  름:

1.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올 한 아기의 이름들은 무엇인지 찾아 적으세요. (사9:       )

①            ②            ③                    ④                       ⑤

< 이사야 52장 >

2. 좋은 소식을 전하며 (          )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          )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                           ) 하는 자의 (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52:       )

< 디도서 2장 ~ 3장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딛2:       )

4.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신 것인가요? 

  (딛3:         )

5. 바울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어서 피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요? (딛3:         )

①                      ②                      ③              ④ 

< 누가복음 2장 >

6.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눅2:         ) 

7. 2장에는 정결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눅2:        )

  ①                                        ② 

< 요한복음 17장 >

8.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무엇이라고 했나요? (요17:       )  

9. 그들을 진리로 (            )하게 하옵소서 (                     )은 진리니이다 (요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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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8장 ~ 21장 >                                      이  름:

1. 예수를 심문하는 빌라도가 예수께 물은 질문 4가지를 찾아 쓰세요. (요18:       ) 

  (33절)                                    (35절)

  (37절)                                    (38절)

2.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나요? 

  (요19:         )

3. 20장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요20:         )

4.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요21:        )

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 잠언 1장 ~ 4장 >                              

5. 잠언은 누구의 글인가요?(30, 31장은 예외입니다.) (잠1:        )

6.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잠1:        )

7. 여호와는 (        )를 주시며 (        )과 (        )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           )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                      )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2:         ) 

8.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잠3:        )

9. 이것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무엇인가요? (잠3:         )

10.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무엇을 깨닫지 못하나요? (잠4:        )

11.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