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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39회)                     2020년 9월 27일

< 사도행전 25장 ~ 28장 >                              이  름:

1.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19절에서 찾아 쓰세요.

  (행25:        )

2.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베스도와 같이 바울을 심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행25:        )

3. 바울은 자기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26:        )

4. 이런 바울의 변명을 듣고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한 말은 무엇인가요? (행26:        )

5. 이달리야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행27:         )

6.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론하였나요? (행28:        )

  “(                 )를 증언하고 (                 )과 (                 )을 가지고 (         )에  

  대하여 권하더라”

< 예레미야 1장 ~ 3장 >

7.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렘1:        )

8. 예레미야가 본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은 무슨 의미인가요? (렘1:        )

9. 유다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은 무엇인가요? (렘2:        )  

①                                      

②

10. 유다 백성이 만든 우상의 수가 무엇의 수 같이 많다고 했나요? (렘2:        )

11.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패역)한 유다를 가족 중 무슨 관계로 비유하셨나요? (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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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0회)                     2020년 10월 4일

< 예레미야 4장 ~ 10장 >                              이  름:

1. 여호와께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나요? (렘4:        )

2.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4 :        )

3. 유다 땅에서 행해지는 무섭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요? (렘5:        )

  “선지자들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사장들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 백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4.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          )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           )의 

  (          )라 그들이 내 (      )을 듣지 아니하며 내 (         )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렘6:      )

5.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북방에서부터 오는 민족에 대한 묘사를 찾아 쓰세요. (렘6:        )

6.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렘7:        )

7. 유다 자손들이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무슨 악행을 저질렀나요? (렘7:        )

8. 새들도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를 지키는데 유다 백성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나요? (렘8:    )

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나요? (렘9:        )

10. 헛되고 무의미한 우상과 비교하여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10절에서 찾아 쓰세요.

  (렘10:        )

①                          ②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