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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문제 52회(마지막회)에 포함되었던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들만 문제를 푸세요. 

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021년 1월 1일

< 잠언 1장 ~ 4장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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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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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1회)                     2021년 1월 3일

< 잠언 5장 ~ 16장 >                                     이  름:

1. 저자는 누구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로 비유했나요? (잠5:          ) 

   

2. 게으른 자는 개미의 어떤 점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나요? (잠6:         )

3. 젊은이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7: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    )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        )과 (        )과 (             )과

  (             )을 미워하느니라 (잠8:         )

                               5.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고, 무엇이 명철인가요? (잠9:          )

 ①                                            ②

6.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10:        )

 

7.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비유했나요? (잠11:         ) 

8. 어떤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나요? (잠12:        )

9. 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보전하게 되나요? (잠13:         )

10.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것인가요? (잠14:        )

11. 온순한(온량한) 혀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잠15:        )

12.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면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다고 했나요? (잠16:         )

13. 누가 용사보다 낫고, 누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잠16: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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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회)                       2021년 1월 10일

< 잠언 17장 ~ 28장 >                                     이  름:

1.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나요? (잠17:          ) 

   

2. 여호와의 이름은 (                 )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            )을 얻느니라 

  (잠18:         )

3.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로 말미암나요? (잠19:         )

4.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 드리는 것과 같나요? (잠19:        )

5.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그보다 더욱 귀한 보배는 무엇인가요? (잠20:          )

  

6.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승리)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잠21:        )

 

7.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인가요? (잠22:         ) 

8.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은 무엇인가요? (잠23:       )

9.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24:        )

10.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로 비유된 것은 무엇인가요? (잠25:        )

11. 어떤 자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했나요? (잠26:        )

12.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27:        )

13. 어떤 사람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했나요? (잠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