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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3회)                       2021년 1월 17일

< 잠언 29장 ~ 31장 >                                     이  름:

1.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잠29:          ) 

   

2. 저자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30:         )

3.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떤 여인이 칭찬을 받나요? (잠31:         )

< 전도서 1장 ~ 8장 > 

4.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나요? (전1:    )

5. 전도자가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2:         )

  

6.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나요? (전3:      )

7.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3:        ) 

8. 살아 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 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4:       )

9. 꿈과 말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므로 오직 너는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전5:         )

10.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       )을 위함이나 그 (          )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전6:        ) 

11. 하나님이 사람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7:        )  

12.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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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4회)                       2021년 1월 24일

< 전도서 9장 ~ 12장 >                                      이  름:

1.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산 자들 중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전9:        )

   

2.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그들 자신을 제각기 어떻게 만드나요? (전10:         )

3.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되 또한 무엇을 알라고 경고하나요?

  (전11:        )  

4. 전도자는 결론으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전12:        )

< 아가 1장 ~ 8장 >

5.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아1:         )

  

6.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           ) 가운데 (           )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         ) 가운데 (              ) 같구나. (아2:        )

7.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3:        )

8.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무슨 술에 비유했나요? (아4:       )

9.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아5:         )

10. 사랑하는 여인을 묘사한 10절 말씀을 적어보세요. (아6:        ) 

11. 사랑하는 여인의 키를 무슨 나무에 비유했나요? (아7:        )  

12. 너는 나를 (          ) 같이 마음에 품고 (          ) 같이 팔에 두라 (          )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                 )과 

  같으니라 (아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