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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1회)                       2021년 5월 23일

< 요한계시록 14장 ~ 21장 >                                      이  름:

1.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있는 십사만 사천의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 있나요? (계14:        )

2.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누구인가요? (계15:       )

3.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성은 어디인가요? 

  (계16:        )

4. 여자(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지 3절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계17:        )

5. 멸망당한 큰 성의 죄가 무엇인지 7절에서 찾아 적으세요. (계18:       )

6. 열린 하늘에 백마가 있는데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계19:      )

7.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최후에 어떻게 되나요? (계19:       )

   

8.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계20:       )

9. 21장에서는 어떤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했나요?

  (계21:      )

10. 새 예루살렘 성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21:      )

11. 오직 어떤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계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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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2회)                       2021년 5월 30일

< 요한계시록 22장 >                                             이  름:

1.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계22:       )

2.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무엇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갚아 주신다고 하였나요? (계22:       )

< 열왕기상 1장 ~ 5장 >

3. 아도니야의 반역에 가담한 군사령관과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왕상1:       )

  ①                                   ②

4.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밧세바에게 조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왕상1:       )

5. 아도니야가 밧세바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왕상2:       )

6.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이유는 요압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인가요? (왕상2:       )

  ①                                          ②

7. 일천번제 후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나요? (왕상3:       )

8.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에 다음 인물들은 무슨 직책을 맡았나요? (왕상4:       )

  ① 아사리아 -                                 ② 아히야 -

  ③ 여호사밧 -                                 ④ 브나야 - 

9. 솔로몬 왕 때 열두 지방 관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왕상4:       )

   

10.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왕상5:       )

11. 그는 재목들을 보내주는 댓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왕상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