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세기 성경퀴즈 예상문제 

 

1.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1 장에 몇 번 나오는가? 정답:2 번 

➀6 번 ➁7 번 ➂8 번 ➃9 번 

  

2.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 로 창조하셨는가?(1:27) 

정답: 하나님의 형상 

   

3.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나?(2:7) 정답 1 번 

➀ 흙 ➁나무 ➂물 ➃공기 

   

4.하나님께서 동방의 어디에 동산을 창설하셨는가?(2:8) 정답:에덴 

  

5.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의 이름은?(2:9) 정답:생명나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6.다음은 누가 한 말인가?(2:23)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정답 1 번 

➀ 하나님 ➁ 요셉 ➂ 아담 ➃ 정현섭 

  

7.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무슨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가?(3:7) 정답:2 번 

➀감람나무 ➁무화과나무 ➂싯딤나무 ➃종려나무 

   

8.‘하와’라는 이름의 뜻은?(3:20) 정답: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 

   



9.“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으로 얻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은? (4:25) 정답: 3 번 

➀ 하나  ➁ 둘  ➂ 셋 ➃ 넷 

  

10.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삼백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은?(5:21-24) 

정답: 4 번 

➀ 아브라함 ➁야곱 ➂모세 ➃에녹 

  

11.노아가 낳은 세 아들이 아닌 자는?(5:32) 정답:2 번 

➀셈 ➁야렛 ➂함 ➃야벳 

  

12.“의인이요 당 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6:8-9) 정답:4 번 

➀에녹 ➁므두셀라 ➂라멕 ➃노아 

  

13.하나님이 비로 땅을 심판하실 때 비를 며칠 동안 내렸는가?(7:4) 정답:3 번 

➀이십 주야 ➁삼십 주야 ➂사십 주야 ➃오십 주야 

  

14.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7:13) 정답:1 번 

➀8 명 ➁9 명 ➂10 명 ➃11 명 

  

15.노아의 홍수 당시 방주가 머무른 산은?(8:4) 정답:2 번 

➀그랜드 캐니언 ➁아라랏 산 ➂요세미티 ➃시내 산 

   



16.하나님께서 첫번째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는 무엇인가?(9:11-13) 정답:무지개 

  

17.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심은 나무는?(9:20) 정답:3 번 

➀무화과나무 ➁감람나무 ➂포도나무 ➃상수리나무 

  

18.노아의 자손들이 어느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게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나?(11:2-4) 정답:2 번 

➀모리아 ➁시날 ➂오클랜드 ➃버클리 

  

19.여호와께서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계획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도시 건설을 그침으로 불려진 이 곳의 이름은?(11:7-

9) 

정답:바벨 

  

20.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은?(11:26) 정답:데라 

➀모세 ➁소라 ➂데라 ➃보라 

 

21.“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12:2) 정답:아브람(아브라함) 

  

22.아브람이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고 말씀 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12:4) 정답:3 번 

➀오십오 세 ➁육십오 세 ➂칠십오 세 ➃팔십오 세 

   



23.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누구에게 주었는가?(14:20) 정답:4 번 

 ➀자신의 아들에게 줬다 ➁오클랜드 교회에 헌금했다 ➂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줬다 ➃멜기세덱에게 주었다 

 

24.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몇 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나?(15:13) 정답:4 번 

➀백 년 ➁이백 년 ➂삼백 년 ➃사백 년 

  

25.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누구를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나?(16:7) 정답:하갈 

  

26.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16:11) 정답:이스마엘 

   

27.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무슨 기둥이 되었는가?(19:26) 정답:3 번 

➀구름 ➁돌 ➂소금 ➃불 

  

28.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21:3) 정답:4 번 

➀이스마엘 ➁모압 ➂벤암미 ➃이삭 

   

29.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가라고 지시한 

땅은?(22:2) 정답:2 번  

➀헤브론 ➁모리아 ➂브엘세바 ➃가데스 

 

30.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땅을 무엇이라 

하였나?(22:14) 정답:여호와 이레 

 



31.이삭의 아내 이름은?(24:67) 정답:1 번 

➀리브가 ➁마리아 ➂십보라 ➃룻 

  

 

32.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아들 쌍둥이는? (25:24-26) 정답:에서와 야곱 

  

33.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며 무엇을 팔라하였나?(25:31-34) 정답:장자의 

명분 

  

34.아버지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람은?(26:6-7) 정답:1 번 

➀이삭 ➁야곱 ➂에서 ➃이스마엘 

   

35.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베개 

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무엇이라 하였나?(28:18-

19) 정답:벧엘 

   

36.야곱의 아내가 될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29:16) 정답:레아와 

라헬 

  

37.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들이기 위하여 라반을 위하여 섬긴 년 

수는?(29:18,30) 정답:3 번 

➀칠 년 ➁십 년 ➂십사 년 ➃이십 년 

 

38.야곱이 낳은 자녀의 총 수는? 정답:3 번 

➀열한 명 ➁열두 명 ➂열세 명 ➃열네 명 

    



39.야곱이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한 곳은?(32:22-24) 정답:2 번 

 ➀샌프란시스코 ➁얍복 ➂모압 ➃애굽 

 

40.씨름하여 이긴 야곱에게 천사는 어떤 이름을 주었는가?(32:28) 정답:이스라엘 

   

41.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으며 낳은 아들의 이름은? (35:18) 

정답: 베노니(베냐민)  

  

42.야곱이 아들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하였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37:19) 정답:3 번 

 ➀유다 ➁르우벤 ➂요셉 ➃베냐민 

  

43.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할 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한 형제는 

누구인가?(37:21) 정답:1 번  

➀르우벤 ➁시므온 ➂레위 ➃유다 

44.형제들의 함정으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누구에게 

팔았는가?(37:36) 정답:보디발 

   

45.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아닌 자는?(40:9-19, 41:14-36) 정답:3 번 

➀술 맡은 관원장 ➁떡 굽는 관원장 ➂제사장 ➃바로 

 

46.요셉의 꿈 해석 로 사흘 안에 죽은 자는?(40:19) 정답:2 번 

➀술 맡은 관원장 ➁떡 굽는 관원장 ➂야곱 ➃바로 

 

47.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온 지 몇 년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37:2, 41:46) 정답:2 번  



➀십 년 ➁십삼 년 ➂십오 년 ➃이십 년 

  

48.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인가?(46:27) 정답:4 번 

➀사십 명 ➁오십 명 ➂육십 명 ➃칠십 명 

   

49.요셉의 형제들이 애굽땅에 정착 할 때 그들은 바로에게 어느 땅에 살기를 

청하였나?(47:4) 정답:2 번 

➀ 한민국 ➁고센 ➂ 로스앤젤레스  ➃헤브론 

   

50.야곱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은 며칠을 곡 하였나?(50:3) 정답:3 번 

➀오십 일 ➁육십 일 ➂칠십 일 ➃팔십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