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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19회)                       2021년 5월 9일

< 요한일서 2장 ~ 5장 >                                      이  름:

1.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일2:     ) 

2.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          )과 (            )으로 하자 (요일3:      )

3.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5절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요일4:      )

4.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담대함은 무엇인가요? (요일5:      )

< 요한이서 1장 >

5. 누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인가요? (요이1:     )

< 요한삼서 1장 >

6. 요한이 책망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요삼1:      )

< 유다서 1장 >

7. 11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구약의 어느 인물에 비유했나요? (유1:       )

①                             ②                            ③      

< 요한계시록 1장 >

8. 요한에게 보는 것을 두루마리(책)에 써서 보내라고 한 일곱 교회는 어디인가요? (계1:       )

   

9. 인자의 오른 손에 들려진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각각 무엇을 말하나요? (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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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장 ~ 13장 >                                      이  름:

1.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나요? (계2:        ) 

2.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계3:       )

3.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했나요? (계4:       )

4.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일곱 인을 떼실 분은 누구인가요? (계5:       )

5.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나요? (계6:       )

6.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나요? (계7:       )

7.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공중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계8:      )

8. 황충이 해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계9:         )

   

9.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했나요? (계10:       )

10. 두 증인은 주 앞에 서있는 두 (           )와 두 (       )라고 비유하셨다. (계11:      )

11. 누가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했나요? (계11:       )

12.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했나요? (계12:       )

13.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계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