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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신약 성경 고시 예상 문제 
PART 1 – NEW TESTAMENT PREPARATORY QUESTIONS 

 

<복음서> - The Gospels 

1 

QUESTIONS 
 

신약성경은 몇 권의 책과 총 몇 장으로 이루어 졌는가? 

New Testament consists of how many books and chapters? 

 

ANSWERS 
 

27권 260장 

27 Books and 260 Chapters 

2 
복음이란 뜻은 무엇인가? 

What does “Gospel” mean? 

구원의 기쁜 소식 

Good news of salvation 

3 
공관복음이란? 

What are the Synoptic gospels? 

마태, 마가, 누가 

Matthew, Mark & Luke 

4 
제4복음이란? 

What is the 4th gospel? 

요한복음 

John 

5 

 

 

공관복음과 제4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ynoptic gospels and the 

4th gospel? 

공관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전기를 기록, 

Synoptic gospels: Deeds and biography of 

Jesus. 

제4복음: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본 

그리스도관을 기록 

Gospel of John: Christology through 

experience of Jesus Christ.   

 

6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was the first one to visit baby Jesus in the manger? 

양치는 목자들(마2장, 눅2:15-20) 

Shepherds (Matt. 2; Luke 2:15-20) 

7 

 

 

다음 내용 주제 중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은? 

From the following, which is NOT recorded in Matthew 2? 

 ①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  ②예수님의 가족의 애굽 

피신 

③헤롯 왕의 사내아이 학살      ④목자들의 아기 예수 찬양 

1) Three wise men worshiping the baby Jesus 

2) Jesus’ family escaping the Egypt 

3) King Herod’s killing of first born sons 

4) Shepherds’ praising of baby Jesus 

④  Shepherds’ praising of baby Jesus 

 

 

8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신 것은 언제부터인가? 

When did Jesus start living in the Nazareth? 

애굽에서 돌아온 후(마2:23, 눅2:39) 

After coming back from Egypt (Matt. 2:23, 

Luke 2:39) 

9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은? 

What were the three temptations Jesus was challenged from 

Satan during his fasting in the wilderness?  

 

1.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2.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3. 내게 절하라. (마4:1-4, 눅4:1-13) 

1) Tell stones to turn into bread; 

2) Jump off from top of the highest temple 

3) Bow down to Satan and worship him 

(Matt. 4:1-11; Luke 4:1-13) 

10 

 

 

 

위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Jesus’ answer to above questions? 

 

 

1.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2.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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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마4:1-4, 눅4:1-13) 

1)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2)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3)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Matt. 4:1-11; Luke 4:1-13) 

11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은 사실에 대해 각 

복음서의 표현이 적합한 것은? 

Which of the description is appropriate regarding the 

temptation of Jesus in the wilderness? 

 

  ①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②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③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④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1) Matthew & Luke: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2) Matthew & Luke: Spirit drove Jesus into the 

wilderness. 

3) Mark & Luke: Spirit drove Jesus into the wilderness. 

4) Matthew & Mark: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① 막1장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 

 

4) Matthew 4 & Mark 1: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12 

 

 

 

 

 

마태복음에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 받은 

제자가 아닌 사람은? 

In the book of Matthew, in which of the instances did Jesus 

rebuke his disciple(s) with “You of little faith.”? 

 

 ①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  

 ②풍랑 만난 배에서 잠드신 예수를 깨우는 제자 

 ③예수를 좇아온 무리를 먹일 양식을 걱정하는 제자  

 ④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 

1) One who worries what to eat and what to wear 

2) When they met a strom while in the boat 

3) Worried about how to feed the crowd that followed Jesus 

4) Discples that fell a sleep in the Garden of Gethsemane. 

④ 

 

①(마6:30) – Matt. 6:30 

②(마8:26) – Mtt. 8:26 

③(마16:8) – Matt: 16:8 

 

13 

 

 

복음서 중에서 주님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 장은? 

Which of the Gospels does not include the Lord’s Prayer? 

 

 ①마태복음6장  ②마가복음13장 

 ③누가복음11장 ④요한복음17장 

1) Matt chapter 6  2) Mark Chapter 13  3) Luke Chapter 11  

4) John Chapter 17 

② 

 

 

14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Who receieved the commendation from Jesus of having 

백부장(마8:10, 눅7:9) 

Centurion (Matt 8:10; Luke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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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faith? 

15 

공관복음에서 예수로부터 사죄 선언을 받은 남자는? 

In the Synoptic gospels, who was the man that received 

forgiveness from Jesus? 

중풍병자(마9, 막2, 눅5) 

Paralytic 

16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병을 나은 여자가 앓았던 병명은 

무엇인가? 

What was the illness of the woman who got healed by 

touching the edge of Jesus’ cloak? 

혈루증(마9:20, 막5:27, 눅8:44) 

Bleeding for 12 years (Matt 9:20; Mark 5:27; 

Luke 7:9) 

17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은? 

List the name of Jesus’ 12 disciples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야고보(알패오 아들), 

다대오, 시몬, 가룟유다(마10:2, 막3:14-19, 

눅6:12-19, 요1:35-51)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Thomas, Matthew, James 

(son of Alpheus), Thaddaeus, Simon and 

Judas Iscariot (Matt 10:2; Mark 3:14-19; 

Luke 6:12-19; John 1:35-51) 

18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아닌 것은? 

Which parable from the book of Matthew is also in all of the 

Synoptic gospels? 

 

①겨자씨 비유    ②진주 비유  

③열 처녀 비유   ④양과 염소 비유 

1) Mustard Seed; 2) Pearl; 3) Parable of ten virgins; 4) Parable 

of Sheep and goat 

 

① (마13, 막4, 눅8) 

(Matt. 113; Mark 4; Luke 8) 

 

19 

 

 

 

 

다음 중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적은? 

Which of the following miracles is NOT recorded in book of 

Luke? 

 

①물위로 걸으신 이적 

②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③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이적  

④벙어리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 

1) Jesus walking on water       

2) Jesus claming the water 

3) Jesu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4) Jesus healing the mute and possessed 

① (마14, 막6, 요6) 

Matt. 14, Mark 6, John 6) 

 

 

 

 

20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appear in all of the Synoptic 

gospel and the gospel of John? 

 

 ①세계 요한의 활동 보도 ②예루살렘 성전 정화  

 ③세 번째 고난 예고     ④물 위를 걸으심 

1) Activities of John the Baptist 

2) Cleansing of the temple of Jerusalem 

3) Jesus Foretelling for the thurd time of his suffering/death 

4) Walking on waters 

④(마14, 막6, 요6) 

(Matt. 14, Mark 6, John 6) 

 

 

21 

변화산에서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 데 누구인가? 

Who were the two figures that appeared during the 

transfiguration? 

모세와 엘리야(마17:3, 막9:4, 눅9:30) 

Moses and Elijah (Matt. 17:3, Mark 9:4, Luke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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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     )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마태복음 18: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     )안에 

맞는 말은? 

Fill in the blank of the following: “And whoever welcomes a 

little (      ) like this in my name welcomes me.” (matt. 

28:5). 

어린아이 

Child 

 

23 

 

 

 

 

마 24장과 막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What are the signs of the apocalypse mentioned in Matt. 24 

and Mark 13?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4절),   

난리, 분쟁, 기근과 지진(6절),   

시험에 빠지며 서로 미워함(10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11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음(12절)  

1) Appearance of antichrist (v. 4) 

2) Wars and rumors of wars (v. 6) 

3) Famines and earthquakes (v. 7) 

4) Christians will be persecuted and 

hated; Many will turn away from their 

faith (v.10) 

5) False prophets and their deceptions (v. 

11)  

 

24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 “겟세마네”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서는? 

Among the books of Matthew, Mark and Luke, which book 

does not mention the place “Gethsemane”? 

누가복음(마26:36, 막14:32) 

Luke (appears in Matt 26:36, Mark 14:32) 

25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은 삼십을 달아 주었다는 기사가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recorded Judas being paid 30 silver 

coins for betraying Jesus? 

마태 

Matthew 

26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지낸 사람은 누구인가? 

Who buried the body of Jesus?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마27:57, 

막15:43, 눅23:51, 요19:38) 

Joseph from Arimathea (Matt 27:57, Mark 

15:43, Luke 23:51) and Nicodemus (John 

19:38) 

 

27 

 

다음 중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다루는 곳을 잘못 지적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mention the Passion of 

Christ? 

 

  ①마태복음 26-27장 ②마가복음 14-15장  

③누가복음 21-23장 ④요한복음 18-19장 

1) Matt. 26-27  2) Mark 14-15  3) Luke 21-23  4) John 

18-19 

③ 

 

 

28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심을 언급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Synoptic gospel(s) mentions the resurrected 

Jesus appearing in Galilee? 

 

마태복음(28:7), 마가복음(16:7)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만 있다. 

Matt. (28:7), Mark (16:7) 

Luke only mentions of Jesus appearing in 

Jerusalem. 

29 

5천명 급식 기사와 함께 4천명 급식기사도 나타나는 

복음서는? 

Which gospel(s) mentions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마태복음, 마가복음 

Matthew and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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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eeding of the four thousand.  

30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 가장 관심이 많은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recorded Jesus’ miracles the most? 
마가복음 Mark 

31 

귀신을 쫓아낸 기사가 첫 기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recorded first the driving out of 

demons? 

마가복음 

Mark 

32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ly narrated in Mark? 

 

 ①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②벳세다 맹인 치유  

 ③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④무화과 나무 저주 

1) Parable of seeds; 2) Healing of the blind in the pool of 

Bethesda; 3) A young man who ran away naked; 3) Cursing 

the fig tree. 

④ 

 

 

33 

 

다음 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람어가 아닌 것은? 

 ①달리다굼  ②라가  ③고르반  ④마라나타 

1) Talitha kum; 2) Raca; 3) Korban; 4) Maranatha 

④ 

 

34 

 

마20과 막10:45에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여자는? 

According to Matt. 20 & Mark 10:45, who was the mother who 

requested that her two sons be seated next to Jesus? 

Wife of Zebedee 

(Salome – not sure it’s recorded in 
the NY though) 

 

3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가 

나오는 책과 장절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막10:45, 마20:28 

Mark 10:45; Matt 20:28 

 

36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던 세 여인의 이름은?  

After the passover, what were the names of the three women 

who visited the tomb of Jesus?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막16)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mark 16:1) 

37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recorded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누가복음 

Book of Luke 

38 

 

 

다음 중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기사가 아닌 것은? 

Which healing story appears in a gospel other than just Luke? 

 

  ①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심  ②안식일에 수종병 고치심 

③열 나병환자 고치심 ④안식일에 고부라진 여인 치유 

1) Healing a man with shriveled hand during Sabbath; 2) 

Healing a man with dropsy during Sabbath; 3) Healing a 

leprosy 4) Healing a crippled woman during Sabbath 

① 

 

 

39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아닌 것은? 

Which of the parable appear in other gospels other than just 

Luke? 

 

 ①잃은 동전의 비유      ②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③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④진주의 비유 

1) Parable of the lost coin; 2) Parable of the rich and Lazrus; 

3) Parable of the rich young ruler; 4) Parable of the pearl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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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관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Among the Synopics gospels which of the following appears 

other than just Luke? 

 

 ①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②열 처녀의 비유 

 ③예수의 승천           ④마르다와 마리아 

1) Two disciples going to Emmaus; 2) Parable of 10 virgins; 

3) Ascension of Jesus; 4) Martha and Mary 

③(막16에도 승천 있음) 

(Mark 16 also mentions of ascension of 

Christ) 

 

41 

 

 

다음 중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적이 아닌 것은? 

Which miracle of Jesus is not recorded in Matthew? 

 

 ①두 소경의 치유        ②나병환자 열 명 치유  

 ③성전에서 병자들 치유  ④물고기 입 속의 동전 

1) Healing of two blinds; 2) healing of 10 eplapsy; 3) Healing 

of the sick in the temple; 4) Coin in the mouth of fish 

②눅17장에 나오는 누가 특수이적 

(Luke 17 – this miracle specific to Luke) 

 

42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recorded in all of the four gospels? 

 

 ①사천명을 먹이심               ②성전 정화   

 ③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  ④물 위로 걸어신 예수 

1) Feeding of the four thousand; 2) Cleansing of the 

temple; 

3) Young rich rulers question about enternal life; 4) Jesus 

walking on water. 

② 

 

 

43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recorded in other gospels than just 

John? 

 

 ①실로암 맹인 치유  ②베데스다 연못 치유   

 ③나사로의 소생     ④부자와 나사로 

1) Healing of the blind in the pool of Siloam; 2) Healing the 

sick at the pool of Bethesda; 4) Rick and the Lazarus  

④(눅16:19-31) 

Luke 16:19-31) 

 

44 

 

 

다음 치유 이적 중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은? 

Which of the healing miracle appears only in Luke? 

 

 ①베드로의 장모 치유     ②거라사 광인의 치유 

 ③혈루증 앓는 여인 치유  ④열 문둥병자 치유 

1) Healing of Peter’s mother-in-law; 2) Healing of 

demon-possessed man on the street; 3) Healing of the 

bleeding woman; 4) Healing of 10 leprosy 

④ 

 

 

45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은? 

Which miracle of Jesus was recorded in all four gospels? 

5병 2어의 기적 

Miracle of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46 

 

 

4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아닌 것은? 

From the four gospels, which of the following is recorded not 

just in John? 

 

 ①예루살렘 성전정화  ②베데스다 못에서의 병자치유   

 ③제자들의 발 씻음   ④보혜사 성령의 약속 

1) Cleansing of the temple; 2) Healing of the sick in the pool 

of Bethesda; 3) Jesus washing of discples’ feet; 4) Promise 

of the Holy Spirit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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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린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귀신들이 

돼지 떼에 쫓겨 들어갈 때 돼지의 수는? 

Whe Jesus was driving two demon-possessed men in the 

region of Gardenes, how many swines did the demons go 

into? 

 

2000마리  

2,000 

48 

‘열 므나 비유’에서 주인이 열 므나 남긴 종에게 주었던 

것은? 

In the parable of Ten Minas, what was the servant’s reward 

received by the master? 

10고을 

10 cities 

49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자기를 칭하신 말 

7가지는?  

In the book John, what are seven claims that Jesus made of 

himself? 

 

생명의 떡, 생명과 부활,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양의 문,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Bread of Life, Resurrection and the Life, 

Good Shepherd, Light of the World, 

shepherd’s gate; Way, Truth and Life; True 

Vine 

50 

 

 

 

 

“브라이도리온”은? 

What is the “Praetorium”? 

 

 ①예수께서 군인들로부터 조롱 받으신 곳 

 ②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곳 

 ③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던 곳              

 ④가야바의 법정이 있던 곳 

1) After arrest, place Jesus was mocked by soilders 

2) Place where Jesus fell while carrying the cross 

3) Place where Jesus weeped 

4) Where court of Caiaphas was located 

① 

 

 

 

 

51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쓰라. 

List the seven words of Jesus on the cross in order. 

 

 

 

 

 

 

 

 

1)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보라 네 

어머니라 

4)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5)내가 목마르다. 

6)다 이루었다. 

7)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1)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2)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Luke 23:43) 

3) To his mother: "Woman, this is your son".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This is your 

mother." 

4) "Eloi, Eloi, lama sabachthani?" 

5) “I am Thirsty” 

6) "It is finished" 

7)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52 4복음서 중 승천기사가 없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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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GOSPEL OF MATTHEW 
 

Which of the 4 gospel(s) did not record the ascension of 

Jesus? 

 

(Matthew & John) 

1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Which gospel has the most references to the Old Testament? 

마태복음 

Matthew 

2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기록된 장은?  

Where is the geneology recorded in Matthew? 

1장 

Chapter 1 

3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은 

몇 번인가? 

Before and after the birth of Jesus, how many times did the 

angel appear to Joseph in his dreams? 

3번(마1:20, 2:13, 19) 

Three Times (Matt. 1:20, 2:13, 19) 

4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     )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에서 ( )에 맞는 말은? 

Fill in the blank: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      ) saying, "Joseph, son of David,” 

현몽하여(마1:20)  

Appeared to him in a dream (1:20) 

5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     )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니라 하니라.”의 ( )에 

맞는 말은? 

Fill in the blank: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     ),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예수라(마1:21) 

Jesus (1:21) 

6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Immanue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1:23) 

God with us. (1:23) 

7 

 

 

마태복음 2: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      )가(이) 되리라." 

Matthew 2:6: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     ) my people Israel.'" 

목자 

Shepherd 

 

8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사실을 마태가 관련시킨 구약 

선지자의 이름은? 

What was the name of the prophet Matthew referred to when 

Jesus was fleeing to Egypt? 

호세아(마2:15, 호 11:1)  

Hosea (Matt 2:15; Hos 11:1) 

 

9 
대 헤롯왕이 죽은 후 유대의 분봉왕은 누구인가 

After the death of Herod who became the King of Isreal? 

아켈라오(마2:22) 

Archelaus 

10 

 

 

다음 중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recorded in Matthew? 

 

①동방박사의 경배  ②애굽으로 피신  

③(눅2) 

(Luk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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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목자들의 경배    ④헤롯의 죽음 

1) Three wise men’s worship; 2) Fleeing to Egypt; 3) Shepherds 

praising; 4) Death of Herod 

11 

 

 

다음 중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기사는? 

Which of the following only appears in Matthew? 

 

 ①4천명 먹이심           ②가난한 과부의 헌금   

 ③알 몸으로 도망간 청년  ④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 

1) Feeding of the four thoursand; 2) Offering of the poor 

widow; 3) Young man who fled naked; 4) Baby Jesus fleeing to 

Egypt 

④ 

 

 

12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은? Who were the people John the Baptist referred to as 

“brood of vipers” in chapter 3?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Pharisees and
 
Sadducees 

 

 

 

 13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기사는 몇 장에 나오는가? 

Which chapter in Matthew does the baptism of Jesus by John 

the Baptist come up? 

3장 (Chapter 3) 

14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처음 전파한 말은? 

What did John the Baptism say in the wilderness of Israel?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3:2)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3:2) 

15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     )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의 맞는 말은? 

Fill in the blank: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      ).” 

성령과 불로(마3:11) 

Holy Spirit and
 
fire (3:11) 

 

 

 

16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들린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     )이요 내 (     )라” 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갈 말은? 

“And behol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    ), with 

whom I am (    )." 

아들/ 기뻐하는자(마3:17) 

 

beloved Son / well pleased. (3:17) 

17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인가? 

Jesus leaving Nazareth to live in Capernaum fulfilled the 

Scriptures of which OT prophet? 

이사야(마4:12-16) 

Isaiah (Matt 4:12-16) 

18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     )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Then Jesus said to him, "(    )! For
 
it is written,"'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사단아 물러가라(마4:10) 

Be gone,
 
Satan (4:10) 

 

19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말은? 

What words did Satan use to tempt Jesus? 

자기말과 성경말씀(마4:1-11) 

Satan’s own words mixed with Scriptures 

(4:1-11) 

20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의 전도 중심지는? 

After the capture of John the Baptist, where was the central 

place of Jesus?  

가버나움(마4:12, 13)  

Caperneum (4:12-13) 

21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가신 곳은?  

Where did Jesus travel to after the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wilderness? 

갈릴리(마4:18) 

Galilee (4:18) 



	   11	  

22 

 

예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장은? 

Which chapter(s) in Matthew contains the sermon of the 

mount? 

5-7장 

Chpaters 5-7 

 

23 

 

 

 

 

 

 

 

산상보훈의 8복을 써라. 

Write the beatitudes: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    )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For I tell you, unless your (     )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의(마5:20) 
R ighteousness (Matt. 5:20) 

 

25 
‘라가’라는 말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uses the word “Raca (ρακα)? 

마태복음(5:22) 

Matthew 5:22 

26 

산상보훈에서 성내는 사람이 받는 벌은? 

In the Sermon on the Mount, what is the consequence of one’s 

anger/insult towards a brother? 

재판을 받게 됨(마5:22) 

Judgement (Matt 5:22) 

27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친구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While offering a gift at the alter if any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what did Jesus say to do?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마5:22-24) 

First be reconciled to the brother (Matt. 

5:22-24) 

28 

 

성경말씀에 비추어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In the Bible, when is divorce allowed? 

부부 중 한편이 간음죄를 범한 경우 

(마5:31-32) 

When husband or wife commits sextual 

immorality (Matt 5:31-32)  

on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says that ever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on the ground of sexual immorality, makes her commit 

adultery?  

마태복음(5:32) 

Matthew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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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     ) 하라.” 

“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and (      ) for those who 

persecute you,” 

기도(마5:44)  

Pray (Matt 5:44) 

31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Which chapter and verses contain Jesus’ teaching on prayer? 

마6:9-13 

Matthew 6:9-13 (The Lord’s Prayer) 

32 

“눈이 (     )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에 맞는 말은? 

“…if your eye is (    ),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나쁘면(마6:23) 

Bad (Matt. 6:23) 

33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     )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     ). 

재물을(마6:24)  

Money (Matt. 6:24) 

34 

마6:25에서 의복보다 음식보다 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나? 

In Matthew 6:25, what does Jesus say is more important than 

food and clothing?  

목숨  

Life/Body 

35 

 

 

“거룩한 것을 (     )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Do not give
 
(    ) what is holy, and do not throw your pearls 

before (    ), lest they trample them underfoot and turn to 

attack you.” 

개, 돼지(마7:6) 

Dogs / Pigs (Matt. 7:6) 

 

 

36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ere does the golden rule, "whatever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also to them” appear? 

마7:12 

Matthew 7:12 

 

37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     )와 

같다고 하셨나? 

Jesus said the false prohet is like a (    ) in sheeps clothing. 

이리(마7:15) 

Wolves (Matt. 7:15) 

38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셨는가? 

What did Jesus say about those who hears Jesus’ words and 

does them? 

 

(반석위에 집을 짓는)지혜로운 사람 

(마7:21)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Matt. 7:21) 

39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 받았던 사람은? 

Who did Jesus commend for his faith?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한 백부장 

(마8:10)  

A centurion that came to Jesus for the healing 

of his servant. (Matt 8:10) 

40 
귀신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이름은? 

What did the demons address Jesus as? 

하나님의 아들(마8:29, 4:3,6) 

Son of God (Matt. 8:29, 4:3, 6 

41 
마태복음에서 열 개의 이적 기사가 모여 있는 장은? 

Where in Matthew is recorded the 10 miracles of Jesus? 

8-9장 

Matthew chapters 8 and 9 

42 
마태복음 9장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의 이적은? 

What is the first miracle of Jesus in Matthew chapter 9? 

중풍병자 치유 

Healing the par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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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수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구약의 말씀을 두 번 인용한 복음서는? 

In which of the gospels did Jesus mention twice the Old 

Testament word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마태복음(9:13, 12:7) 

Matthew (9:13, 12:7) 

 

44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곳은? 

Where did Jesus call Matthew to follow him? 

세관(마9:9) 

Tax booth (Matt 9:9) 

45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고쳐 주신 병자는? 

Who did Jesus heal on his way to the house of Jairus? 

혈루증 앓던 여인(마9:18-26) 

A woman suffering of discharge of blood (Matt. 

9:18-26) 

46 
마태의 본 직업은 무엇인가? 

What is Matthew’s original occupation? 

세리(마10:3) 

Tax Collector (Matt. 10:3) 

47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     ) 같이 지혜롭고 (     ) 같이 

순결하라.” 

"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wise as (   ) and

 
innocent as (     ).” 

뱀, 비둘기(마10:16)  

Sepants, Doves (Matt. 10:16) 

48 

 

 

“(     )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     )의 이름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The one who receives a prophet because he is a (    ) wi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the one who receives a 

righteous person because he is a (    ) person will receive a 

righteous person’s reward.” 

선지자, 의인(마10:41)  

Prophet, Righteous person (Matt. 10:41) 

 

49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In Matthew,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refers to whom?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마11:11) 

one who is least in in the Kingdom (Matt 11:11) 

50 

세례 요한의 금욕생활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What was the Jewish people’s attitude towards John the 

Baptist’s ascetic lifestyle? 

귀신 들렸다고 함(마11:18) 

He has a demon (Matt 11:18) 

51 

 

제자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성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셨는가? 

Those who do not believe in the gospel preached by the 

discples are to receive judgement greater than what? 

소돔과 고모라(마11:20-24)  

Sodom and Gomorrah (Matt 11:20-24) 

52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     )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     )를 얻으리라” 

“Take my (    )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and
 
you will find (    ) for your souls.” 

멍에, 쉼(마11:29) 

Yoke, Rest (Matt. 11:29) 

53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셨던 날은? 

What day did Jesus speak of “David ate the bread of the 

Presence”? 

안식일(마12:1)  

Sabbath (Matt. 12:1) 

54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때는?  

When did Jesus speak about “something greater than temple 

is here”?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마12:6) 

During Sabbath when the discples plucked 

heads of grain and ate (Matt.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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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나는 (    ) 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And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    ), and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guiltless.” 

자비(마12:7)  

Mercy (Matt. 12:7) 

56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     )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 내지 않겠느냐?” 

"Which one of you who has a (    ). If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양(마12:11) 

Sheep (Matt. 12:11) 

57 

 

 

마태복음 12장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 것은?  

Which one fits the description of Jesus in Matthew 12? 

 

①성전보다 더 큰 이     ②다윗보다 더 큰 이   

③솔로몬 보다 더 큰 이  ④요나 보다 더 큰 이 

1) Greater than temple; 2) Greater than David; 3) Greater than 

Solomon; 4) Greater than Jonah 

② 

 

 

58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선지자는? 

Which prophet said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quench”? 

이사야(마12:20)  

Isaiah (Matt. 12:20) 

59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     )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에 맞는 

것은? 

“But if it is
 
by the (    )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성령(마12:28) 

Spirit (Matt. 12:28) 

6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     )요 내 (     )요 모친 이니라 하시니라”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    ) 

and (    ) and mother." 

형제, 자매(마12:50)  

Brother, Sister (Matt. 12:50) 

61 
예수의 동생 이름은? 

Who are the brothers of Jesus?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마13, 막6) 

James, Joseph, Simon, Judas (Matt. 13, Mark 

6) 

62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일곱 비유를 나열해 보라. 

List the seven parables of Kingdom in Matthew. 

 

씨뿌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의 보화, 

진주, 그물 

Sower, Weeds, Mustard Seed, Leaven, Hidden 

Treasure in the Field, Pearls, Net 

63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     )” 

“Other seeds fell on rocky ground, where they did not have 

much soil, and (       ),” 

곧 싹이 나오나(마13:5) 

Immediately they sprang up (Matt. 13:5) 

64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     )같으니 ... ”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grain of (    )…” 

겨자씨 한알(마13:31) 

Mustard seed (Matt. 13:31) 

65 

‘겨자씨 비유’와 공통된 비유는? 

Which parable has common metaphor with parable of 

“mustard seed”? 

누룩(마13:31-33) 

Parable of Leaven (Matt. 13:31-33) 

66 
‘그물 비유’와 공통된 비유는? 

Which is a common parable of “parable of net”? 

가라지(마13:47-50) 

Weeds (Matt. 13:24-30) 

67 
세례 요한이 순교한 날은? 

What day was it when John the Baptis was martyred? 

헤롯의 생일 날(마14:6) 

Herod’s Birthday (Matt.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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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 남은 부스러기의 광주리 

수는? 

After feeding the 5,000, what was the number of baskets of 

leftovers? 

12광주리(마14:20) 

12 Baskets (Matt. 14:20) 

69 

 

믿음이 크다고 칭찬 받은 여인은? 

Who was the woman that Jesus commended for having great 

faith?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마15:28) 

Mother who had a daughter oppressed by 

deomon (Matt: 15:28) 

70 

“이 백성이 (     )로는 나를 존경하되 (     )은 내게서 

멀도다”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    ), but their (    )is far 

from me;” 

입, 마음(마15:81)  

Lips, Heart (Matt. 15:8) 

71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 주신다고 말씀 하셨나? 

To the generation that seeks signs, Jesus said no sign will be 

given to them except for what sign? 

요나의 표적(마16:4) 

Sign of Jonah (Matt. 16:4) 

 

72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어디에 나오는가? 

Peter’s faith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Z)
 the 

living God” is found in which book and verse? 

마태복음 16:16  

Matthew 16:16 

 

73 
‘바요나’라고 불리운 사람은? 

Who was called “Bar-Jonah”? 

시몬(마16:17) 

Simon (Matt. 16:17) 

74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What does “Peter” mean?  

반석 

Rock 

75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en he was trying to deter Jesus 

from going the cross? 

사탄아 물러가라(마16:23)  

Get behind me, Satan (Matt. 16:23) 

76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How many disciples went up to the mountain where the 

transfiguration happened? 

3명(베드로, 야고보, 요한)(마17:1) 

Three (Peter, Jame and John – Matt. 17:1) 

7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성부께서 성자를 증언하신 때는 ? 

When did the Father say of Jesus,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변화산상에서와 세례 받으실 때 

(마17:5 ; 3:17)  

Transfiguration &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Matt. 17:5 & 3:17) 

78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Who appeared during the transfiguration?  

엘리야, 모세(마17:1-8) 

Elijah and Moses (Matt. 17:1-8) 

79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구약의 한 선지자라고 하셨다. 

이는 누구인가? 

Which Old Testament prohet did Jesus refer John the Baptism 

as? 

엘리야(마17:10-13) 

Elijah (Matt. 17:10-13) 

80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병자는? 

What was the sickness that the disciples coud not heal? 

간질병 앓던 자(마17:14-16) 

Epileptic man (Matt 17:14-16) 

8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     )만큼만 

있으면 이 (     )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For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like a (      ), you will 

say to this (     ),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한 겨자씨, 산(마17:20) 

Grain of mustard seed, Mountain (Matt.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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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82 

 

물고기 입에서 얻은 돈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납부하셨는데 그것은 얼마였나? 

How much money came out of the mouth of a fish that Jesus 

gave as a temple tax? 

반 세겔(마17:27) 

A Shekel (Matt 17:27) 

 

83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특별히 수록된 장은? 

Which chapter in Matthew records Jesus’ teachings on the 

church? 

18장 

Chapter 18 

8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     )에서 (     )자니라.”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    ) in the 

kingdom of (   ).” 

천국, 큰(마18:4)  

Greatest, Heaven (Matt. 18:4) 

85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says,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among them" from? 

마태복음(18:20) 

Matthew (18:20) 

86 

마태복음에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횟수는? 

In Matthew, how many times did Jesus say to forgive a brother 

who wrongs you? 

70번씩 7번 

70 x 7  

87 

 

“누구든지 (     )한 이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     )함이니라” 

“Whoever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     ), and marries 

another, commits (     )." 

음행/ 간음(마19:9) 

Sexual immorality, Adultery (Matt. 19:9) 

 

88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때는? 

When did Jesus say that it is difficult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청년 부자가 영생을 문의한 후 

(마19:23-24) 

After the young man asked about what he must 

do to have a eternal life (Matt. 19:23-24)  

89 

 

 

마태복음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품꾼들을 

얻기 위해 나간 시간이 아닌 것은? 

In the parable of the “Laborers in the Vineyard” what time did 

the master NOT go out to the vineyard? 

 

 ①제 6시 ②제 9시 ③제 10시 ④제 11시 

1) 6am; 2) 9am; 3) 10am; 4) 11am 

③(마20) 

(Matt. 20) 

 

90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인가? 

What is the value of one denarius in the Parable of the Laborers 

in the Vineyard? 

하루의 노임(마20:2) 

One day wage (Matt. 20:2) 

91 

메시야가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고한 선지자는? 

Which prophet of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the appearing 

of the Messiah riding a donkey?  

스가랴(마21:5) 

Prohet Zechariah (Matt. 21:5) 

92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What is the first thing Jesus did when he entered Jerusalem? 

성전에 들어 가셔서 매매(장사)하는 자들을 

쫒아 내심(마21:12-)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those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Matt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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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암시한 

비유는? 

Which parable did Jesus tell as a metaphor for the betryal he 

would receive?  

포도원 농부 비유(마21:33-46)  

Tenant of the vineyard (Matt. 21:33-46) 

 

94 
마태복음 22장 첫 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Which parable is in the first part of Matthew chapter 22? 

혼인잔치비유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95 

 

 

 

 

마태복음 22장의 내용 주제가 아닌 것은? 

①바리새인의 세금에 대한 질문 

②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 

③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 질문   

④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에 대한 질문 

Which of the follow is NOT the theme of Matthew 22? 

 

1) Pharisee’s question of tax 

2) Sacucees’ question on resurrection 

3) Lawyer’s question on the greatest commendment 

4) Teachings of temple authority 

④ 

 

 

 

 

96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은 무리는? 

Who was the group that asked, “Is it lawful to pay taxes to 

Caesar?” 

바리새인들(마22) 

Pharisees (Matt. 22) 

97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행하신 마지막 이적은? 

 ①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 

 ②여리고의 눈 먼 사람을 고치심 

 ③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심 

 ④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심 

 

According to the Synoptic gospels, what was the last miracle 

Jesus performed just before entering Jerusalem? 

1) Healed the demon-possessed child 

2) Healed the blind man from Jerico 

3) Feed the 5,000 

4) Healed the deaf and the oppressed 

②(마22. 막10. 눅18) 

(Matt. 22, Mark 10 & Luke 18) 

98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은?  

What were the execuses of those who received an invitation to 

the wedding banquet but did not attend? 

 

 

밭에 가야 하므로,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하므로,   

상업(business) 때문에,  

자기가 장가들므로(마22, 눅14) 

Went to his farm; to bought a yoke of oxen and 

needs to try out; went to his business; getting 

married of his own (Matt. 22, Luke 14)   

99 
“(     )을 받은 자는 많되 (     )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    ), but few are (    )." 

청함, 택함(마22:14) 

Called, Chosen (Matt 22:14) 

00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예수께 보이려고 가지고 온 돈은? 

How much was the tax to Caesar that the Pharisees brought to 

show Jesus? 

한 데나리온(마22:15-22) 

One denarius (Matt. 22:15-22) 

01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하신 비난이 가장 

길게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book has the longest list of woes to the Scribes and 

Pharisees? 

마태복음(23장) 

Matthew (Chapt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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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Which chapter and verse is the following from?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마23:12  

Matthew 23:12 

03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을 향하여 우셨는가? 

Towards where did Jesus lament?  

예루살렘(마23:38-39) 

Jerusalem (Matt 23: 38-39) 

04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is the following verse from: “Pray that your 

flight may not be in winter or on a Sabbath”? 

마태복음(24:20) 

Matthew (24:20) 

05 
예수님의 재림일자를 아는 이는 누구인가? 

Who knows the 2nd coming of Jesus?  

하늘 아버지(마24:36) 

God the Father (Matt. 24:36) 

06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수는? 

How many parables of the kingdom are in Matthew chapter 25? 

3개 

Three 

07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아닌 것은?[02] 

 ①열처녀의 비유     ②달란트 비유  

 ③양과 염소의 비유  ④두 아들의 비유 

Which of the parable is NOT from Matthew 25? 

1) Parable of 10 virgins; 2) Parable of the talent; 3) Parable of 

sheep and goat; 4) Parable of the two sons 

④ 

 

 

08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난을 받으셨던 때의 절기는? 

What season was it when Jesus got arrested and suffered on 

the cross?   

유월절(마26:2) 

Passover (Matt 26:2) 

09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한 까닭은 무엇인가? 

What was the reason for wanting to crucify Jesus?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마26:57-68)  

Jesus’ self claim of being the Son of God 

(Matt. 26:57-68) 

10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위해 그 남편에게 부탁한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account of Pilate’s wife’s 

warning of Jesus? 

마태복음(27장) 

Matthew 27 

 

11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What were the 30 pieces of silver that Judas Iscariot received 

used for?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썼다(마27:7) 

For buying a potter’s field to be used as a 

burial place for strangers (Matt. 27:7) 

12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 (     ) 사람에게 상관도 마옵소서.” 

“While he was sitting on
 
the judgment seat, his wife sent word 

to him,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    ) man,” 

옳은(마27:19) 

Righteous (Matt. 27:19) 

 

13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기를 거절한 

것은?  

쓸개 탄 포도주(마27:34)  

14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을 기록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event of the tombs being 

openend at the moment of Jesus’ death? 

마태복음(27:52) 

Matthew (27:52) 

15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을 매수한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28:12-13) 

Matthew (28:12-13) 



	   19	  

<마가복음>  

GOSPEL OF MARK 

 

1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What age was Jesus when Mark begun his recording in the book? 

30세 이후부터(막1:9) 

When Jesus was 30 (Mark 1:9) 

2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적은? 

What is the first miracle of Jesus that appeared in the book of Mark? 

가버나움 회당 귀신 축출 

Healing of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at 

the Capernaum (Mark 1:21-28) 

3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직전에 나오는 

사건은? 

What healing came just before the healing of the paralytic in the 

book of Mark? 

나병환자 치유(막1:40-45) 

Healing of a leper (Mark 1:40-45) 

4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을 선포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In the book of Mark, who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 by Jesus? 

중풍병자(2장) 

Paralytic (Mark 2:1-10) 

5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주변의 적대자와 논쟁하시는 기사가 모여 

있는 곳은?[99] 

 ①2-3장  ②4-5장  ③5-6장  ④7-8장 

Which chapters in the book of Mark has Jesus debating with the 

crowd? 

1) 2-3; 2) 4-5; 3) 5-6; 4) 7-8 

① 

 

 

6 

 

마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논쟁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금식  ②안식일  ③바알세불  ④중풍병자 치유, 죄용서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one recorded in Mark Chapter 2? 

1) Fasting; 2) Sabbath; 3) Beelzebub; 4) forgiving and healing of the 

paralytic 

③(③ 

 

7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Matthew’s father? 

알패오(막2:14) 

Alphaeus (Mark 2:14) 

8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Jesus saying,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마가복음(2:27) 

Mark (2:27) 

9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Why did Jesus perform healing during Sabbath? 

 

안식일의 근본정신을 가르치기 위함  

(막3:1-6) 

To teach the correct principle of the 

Sabbath (Mark 3)  

10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부르짖는 구절은 어느 복음서에 

나오는가? 

Which verse in Mark records the uncleaned spirit falling down before 

Jesus crying out, "You are
 
the Son of God"? 

마가복음(3:11) 

Mark (3:11) 

11 
'보아너게'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덧붙여진 이름인가? 

What is meaning of “Boanerges” and whose name is it? 

우뢰의 아들/ 야고보, 요한(막3:17)  

Sons of Thunder / Jame and John (Mark 

3:17) 

12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in that will not be forgiven here or eternally? 

성령을 훼방하는 죄(막3:29) 

Blaspheme against the Holy Spirit (Mark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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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장은? 

Which chapter in Mark does Jesus speak of the parables of the 

Kingom of God? 

4장 

Chapter 4 

14 

 

거라사 지방과 관련된 사건은? 

What is the miracle related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광인을 고치심 or 군대마귀를 나가게 하심 

(막5:1-20) 

Healing of a man with uncleaned spirit that 

had an army of demons called Legion 

(Mark 5:1-20) 

15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을 앓고 있던 기간은? 

How many years had the bleeding woman had her illness? 

12년(막5:25)  

12 years (Mark 5:25) 

16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은? 

In Mark, what did Jesus say when he raised the ruler’s daughter from 

the dead? 

달리다굼(막5:41) 

Talitha cumi 

17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람어를 쓰라. 

Write down all of the Aramaic words in Mark 

 

 

1.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5장   

2. 에바다(열리다)-7장   

3. 고르반(드림)-7장   

4.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15장 

5. 보아너게  6. 아멘   

7. 고드란트  8. 브라이도리온 

1) Talitha cumi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 Chap. 5 

2) Ephphatha (be opened) – Chap. 7 

3) Corban (gift to God) – Chap. 7 

4) Boanerges (Chap. 3) 

5) Eloi, Eloi, lama sabachthani – Chap. 15 

6) Amen 

7) ??? 

8) Praetorium 

18 
'고르반'이란 무슨 뜻인가? 

What does “corban” mean?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막7:11) 

Gift devoted to God (Mark 7:11) 

19 
예수님께서 ‘에바다’란 말로 명령하여 고쳐준 사람은? 

Who was the man Jesus healed by commending “Ephphatha”? 

귀먹고 어눌한 자(막7:31-35) 

Deaf and mute (Mark 7:31-35) 

20 
“에바다”의 뜻은? 

What does “Ephphatha” mean? 

열리라(막7:34) 

Be opened (Mark 7:24) 

21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Where in Mark is the following fro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Immediately the father of the child 

cried out
 
and said, "I believe: help my unbelief!" 

막9:23-24 

 

Mark 9:23-24 

 

 

22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가? 

What would be better than to cause the least ones who believe in 

Jesus to sin?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다. 

(막9:43)  

Better for him to hang a great millstron 

hung around his neck and be thrown in the 

sea. (Mark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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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옥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서 (     )치듯 함을 받으리라” 

“For everyone will be (    ) with fire.” 

소금(막9:49) 

Salted (Mark 9:49) 

24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인다고 하셨나?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taste, where can it be used?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고 하심.(막9:50) 

Has no use for it (Mark 9:50)  

25 
예수님께서는 누구 한 분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는가? 

Jesus said no one is good except whom? 

하나님(막10:18) 

God alone (Mark 10:18) 

2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마시는 잔'이란 어떤 잔인가? 

What is “the cup that I drink” Jesus referring to? 

고통의 잔(막10:38) 

The cup of suffering (Mark 10:38) 

27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 하셨나? 

Whoever wants to be the greatest must become what? 

종(막10:44) 

Servant (Mark 10:44) 

28 
여리고성에서 만난 소경의 이름은 무엇인가? 

What is the name of a blind man met in Jerico? 

바디매오(막10:46) 

Bartimaeus (Mark 10:46) 

29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은? 

What chapter in Mark is Jesus’ triumphal entry to Jerusalem? 

11장 

Chapater 11 

3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은? 

What did Jesus ride to enter Jerusalem? 

나귀 새끼(막11:1-7)  

Colt (Mark 11:1-7) 

31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성전을 무슨 집이라고 하셨나? 

When Jesus drove out those selling and buying in the temple, what 

did he said the temple was? 

만민이 기도 하는 집 

(막11:17, 마21:12-13)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Mark 

11;17; Matt. 21:12-13) 

32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     )이 되었다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     );” 

머릿돌(막12:10) 

Cornerstone (Mark 12:10) 

33 

 

다음 화폐 단위 중 가치가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는?[99] 

 ①달란트  ②렙돈  ③므나  ④데나리온 

From the following currency, which one has the least value? 

1) Talent; 2) Lepta; 3) Minas; 4) Denarius 

②렙돈(막12:42) 

Lepta (Mark 12:42) 

 

34 
마가복음에서 ‘소 묵시록’이라 일컬어지는 장은? 

Which chapter in Mark refers to the “small book of revelation”? 

13장 

Chapter 13 

35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 까지 

견디는 자는 (     )을 얻으리라.“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Bu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will be (     ).” 

구원(막13:13)  

Saved (Mark 13:13) 

36 
“이 일이 (     )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Pray that it may not happen in (    ).” 

겨울(막13:18) 

Winter (Mark 13:18) 

37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What must believers do in waiting/preparing for the second of 

coming Jesus Christ?  

깨어 있으라(막13:33-37) 

Be awake (Mark 13:33-37) 

38 

 

 

주의 재림 시 깨어 있으라는 권고를 주실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로, 

누가복음에는 므나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When Jesus warns about the second coming through a parable of 

servants, in Matthew refers to talents and in Luke minas. What is it 

referred in Mark? 

권한(막13:34)  

Put them in charge (Mark 13:34) 

 

39 

 

유월절, 잡수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집까지 

인도한 사람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막14:13) 

Man carrying a jar of water (Mark 14:13) 



	   22	  

Who led the two discples to prepare the Passover dinner at the 

house?  

40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알몸으로 달아난 청년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Though all four gospels wrote regarding the arrest of Jesus, which 

book contains the incident of the young man running away naked?  

마가복음(막14:51-52)  

Mark (14:51-52) 

41 

 

 

(     )는(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심을 듣고 (     )하니 

사형에 적당하다”고 하였다. 

The (     ), in hearing Jesus proclaiming “And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      ) and said he 

deserves death. 

대제사장, 참람(막14:60-64) 

High priest, Tore his garment (Mark 

14:60-64) 

 

42 

 

베드로에게 예수당이며 갈릴리 사람이라고 공박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accused Peter of being the Galilean who was with Jesus? 

대제사장의 비자(막14:66)  

Servant girl of the high priest (Mark 14:66) 

43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 

When Pilate asked Jesu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how did 

Jesus replied? 

네 말이 옳도다(막15:2)  

“You have said so” (Mark 15:2) 

44 
유월절에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사람은 누구인가? 

Who was released instead of Jesus during the Passover release? 

강도 바라바(막15:15) 

Barabbas (Mark 15:15) 

45 

 

군병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운 곳은 

(     )이란 뜰 안에서 였다. 

Where the battalion clothed Jesus in a purple cloak and put the 

crown of thorn on his head was a palace called (    ). 

브라이도리온(막15:16)  

Praetorium (Mark 15:16 NIV) 

46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누구인가? 

Who carried Jesus’ cross for him? 

구레네 사람 시몬(막15:21) 

Simon of Cyrene (Mark 15:21) 

47 
'골고다'의 뜻은 무엇인가? 

What does “Golgotha” mean? 

해골의 곳(막15:22) 

Place of a skull (Mark 15:22) 

48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Who did Jesus meet after his resurrection? 

막달라 마리아(막16:9) 

Mary Magdalene (Masrk 16:9) 

49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언제인가? 

Jewish time measure is different than ours. What is 6 O’clock 

equivalent to our time? 

12시 

12 O’clock 

50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  

Where is Jesus after ascensding to heaven? 

하나님의 우편에(막16:19)  

At the right hand of God (Mark 16:9) 

51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어떤 복음서의 마지막 

절인가? 

Following is the last verse of which gospel: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the message by accompanying signs”? 

마가복음(16:20) 

Mark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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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GOSPEL OF LUKE 

 

1 

서두에 복음서의 기록과정과 그 목적을 밝히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states in the beginning its purpose and process for 

writing the book? 

누가복음 

Book of Luke 

2 
누가복음은 총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in Luke? 

24장 

24 Chapters 

3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Who is the receipient of the letter (book) of Luke? 

데오빌로(눅1:3) 

Theophilus (Luke 1:3) 

4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진 책과 그 장은? 

Which book in the NT has the most verses in one chapter? 

누가복음 1장 80절 

Luke: Chapter 1 which has 80 verses 

5 
여인들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은 복음서는? 

The gospel with the most report/accounts of women is? 

누가복음 

Gospel of Luke 

6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적은? 

What are the miracles of Jesus that are ONLY recorded in Luke? 

 

 

1. 물고기 그물찢어짐(5장)   

2.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림(7장)   

3. 십팔년된 여인 치유(13)   

4. 안식일 날 수종병 치유(14장)   

5. 열 나병환자 치유(17장) 

1. Catching so many fish that the net were 

breaking (Chapter 5) 

2. Raising the Nain widow’s son from the 

dead (Chapter 7) 

3. A woman with disabling spirit for 18 

years (Chapter 13) 

4. Healing the man who had dropsy on 

Sabbath (Chapter 14) 

5. Healing of 10 lepers (Chapter 17) 

7 

 

 

 

 

 

다음 중 셋은 오직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사이나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나인성 과부의 아들 소생 

  ②마르다와 마리아 

  ③세리장 삭개오 

④가난한 과부의 헌금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ly illustration recorded in Luke? 

1) Raising the Nain widow’s son from the dead 

2) Martha and Mary 

3) Chief tax collector Zacchaeus 

4) Poor window’s offering 

④(막12.눅21) 

Mark 12 and Luke 21 

 

 

 

 

 

8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됨으로써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uses the word “Jerusalem” the most, thus, 

emphasizing the importantance of Jerusalem? 

누가복음 

Luke 

 

9 
세례 요한이 속했던 지파는 무슨 지파였는가?  

Which sect did John the Baptist belong to? 

레위 지파(눅1:5)  

Levites (Luke 1:5) 

10 

 

세례요한에 대하여 “그가 또 (     )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he will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엘리야(눅1:17) 

Elijah (Luke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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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누가복음안의 성전에서 사가랴에 나타났던 천사의 이름은? 

In the gospel of Luke, what is the name of the angel that appeared to 

Zechariah? 

가브리엘(눅1:19) 

Gabriel (Luke 1:19) 

12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기간은 몇달 정도였나? 

How long was Zechariah unable to speak? 

약 열달(눅1:20-64) 

Approx. 10 months (Luke 1:20-64) 

13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는가? 

How many months was John the Baptism born earlier than Jesus? 

약 6달(눅1:36) 

Approx. 6 months (Luke 1:36) 

14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사이인가?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lizabeth, the mother of John the 

Baptist,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친족(눅1:36) 

They are family (relatives) (Luke 1:36) 

15 

 

구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에 대한 찬가(눅 1:46-55)와 

비슷한 것은?  

The Magnificat of Mary in Luke 1:46-55 is similar to which woman’s 

song of praise from the OT? 

한나의 노래 

Hannah’s songs of praise 

16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로마의 황제는? 

At the time of the birth of Jesus, who was the emperor of Rome that 

ordered all to be registered? 

아구스도(눅2:1) 

Caesar Augustus (Luke 2:1) 

17 예수님 탄생시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눅2:2)  

18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찬양시’(찬가) 3개는 누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오는가? 

In Luke chapters 1-2, who were the ones that sang the three songs 

of praise?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Mary, Zechariah & Simeon 

 

19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할례를 받은 날은 몇 날만입니까? 

How many days after Jesus was born did he get circumcised? 

8일 만에(눅2:21) 

In 8 days (Luke 2:21) 

20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were the ones delighted to see baby Jesus? 

시므온과 안나(눅2:28,36) 

Simeon & Anna (Luke 2:28, 36) 

21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Why was Jesus called Jesus of Nazareth? 

나사렛에서 성장(눅2:39-40,51) 

He grew up in Nazareth (Luke 2:39-40, 51) 

22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     )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     )이 

그 위에 있더라.”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     ). And the 

(     ) of God was upon him.” 

지혜, 은총(눅2:40)  

 Wisdom, Favor (Luke 2:40) 

23 

예수께서 열두 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는? 

Which gospel recorded the time when Jesus went up to Jerusalem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누가복음(2:42) 

Gospel of Luke (2:42) 

24 

 

예수님께서 열두 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 다시 찾은 것은 며칠 후 인가? 

How many days was it before Jesus found his lost at the he went up 

to Jerusalem at the age of twelve? 

3일 후(눅2:45-46)  

Three days (Luke 2:45-46) 

25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와 맞지 않는 것은? 

 ①디베료가 가이사로 있을 때       

 ②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③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④빌립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fit the time that John the Baptist was 

preaching the message of reptentence? 

④(눅3:1-2) 

Luke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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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ring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2)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3) Pontius Pilate was a governor of Judea 

4) Philip was the tetrach of Galilee 

26 

 

 

세례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무리와 세리와 

군병들에게 세례 요한이 각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recorded the time when the crowd, tax collectors and 

the soldiers came to John the Baptism what must they do to be 

baptized, he answered them accordingly? 

누가복음(3:7-17) 

Luke (3:7-17) 

27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ptism of John and the baptism 

of Jesus? 

 

요한: 물세례(회개), 예수님: 불세례(성령) 

(눅3:16) 

John the Baptist is with water; Jesus is with 

the Holy Spirit 

28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어느 복음서에 

나오는가? 

Which gospel recorded Jesus prayed during being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누가복음(3:21) 

Luke (3:21) 

29 
예수의 할례 받으심을 보고하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recorded the circumcision of Jesus? 

누가복음(3:22-24) 

Luke (2:21) 

30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 쯤 

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ere in Luke is written, “Jesus, when he began his ministry, was 

about thirty years of age”? 

누가복음3:23 

Luke (3:23) 

 

31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족보가 나타나는 바로 앞의 사건은? 

In Luke, what event comes before the recording of geneology of 

Jesus? 

예수 세례(3장) 

Baptism of Jesus (Chapter 3) 

32 

 

예수의 계보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록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genology of Jesus tracing back to 

God? 

누가복음(3:23-38) 

Luke (3:23-38) 

33 
아브라함은 노아의 몇 대 손? 

What number of offspring is Abraham to Noah? 

10대(눅3:34-36) 

10th (Luke 3:34-36) 

34 

 

예수의 공생애 시작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심으로서 

시작하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record of Jesus’ public ministry beginning with 

reading of the Isiah in the synagogue? 

누가복음(2:25-38) 

Luke (2:25-38) 

35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의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②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 

  ③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④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emon of Jesus in the Nazareth 

synagogue as he started his ministry? 

1)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poor 

2)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3)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4)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②(눅4:18-19) 

Luke (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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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According the gospel of Luke, who became the first discple of 

Jesus? 

시몬 베드로 (눅5:10-11) 

Simon the Peter (Luke 5:10-11) 

37 

 

반신불수의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으므로 한 행동은? 

Some men were bringing on a bed a man who was paralyzed to 

Jesus but finding no way to bring him in because of the crowd, what 

did that do? 

지붕위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림 

(눅5:18-20) 

Went up on the roof and let him down with 

his bed through the tiles 

38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 말씀이 나오는 장은? 

Jesus’ sermon at the level place is in what chapter of Luke? 

6장 

Chapter 6 

39 

 

누가복음의 네 가지 복 선언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① 가난한 자 ② 주린 자 ③ 작은 자 ④ 우는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one of the four beatitudes written in Luke? 

1) Who are poor; 2) Who are hungry now; 3) Who is the least; 4) Who 

weep now 

③(눅6) 

(Luke 6) 

40 

 

 

 

 

 

 

누가복음에서 원수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②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③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④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presented in Luke as concrete action 

of loving the enemy? 

1) Do good to those hates you 

2)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3) Oen who takes away your goods do not demand them back 

4) If anyone forces you to go a mile, go with him two miles  

④(눅6:27-38) 

(Luke 6:27-28) 

 

 

 

 

 

41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장은? 

Which chapter in Luke did Jesus raised the widow’s son of Nain 

from the dead? 

7장 

Chapter 7 

42 

예수님의 시중을 들던 요안나라는 여인의 남편은? 

There was a Joanna, followed Jesus to the village and cities serving 

Jesus. Who was her husban? 

구사(눅8:3) 

Chuza (Luke 8:3) 

43 

누가복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In Luke, how old was the daughter of Jairo who Jesus raised from 

the dead? 

12세(눅8:42) 

Twelve (Luke 8:42) 

44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한 횟수는? 

According to Luke, how many times did Jesus sent out his disciples 

to for ministry? 

2번(눅9:1-6, 10:1-12) 

Twice (Luke 9:1-6 & 10:1-12) 

45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기록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while Jeus was praying his face was 

altered? 

누가복음(9:29) 

Luke (9:29) 

46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가 나타나는 곳은? 

Which chapter in Luke is the parable of “Good Samaritan”? 

10장 

Chapter 10 

4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장은? 

Which chapter in Luke does Jesus teaches his disciples about 

prayer? 

11장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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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     )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     ) 주시지 

않겠느냐’에 차례로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s: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    )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    ) to those who ask him!" 

좋을 것을/ 성령을(눅11:13) 

Good gifts, Holy Spirit (Luke 11:13) 

49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has the following: “But if it is by
 
the finger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누가복음(11:20) 

Luke (11:20) 

 

5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    )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he began to say, ‘This generation is an evil generation. It see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    ).’” 

요나(눅11:29) 

Jonah (Luke 11:29) 

 

51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Jesus said to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at does 

leaven imply? 

교훈(눅12:1) 

Precepts (Luke 12:1) 

52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은 몇 명인가? 

How many dies when the tower in Siioam fell? 

18명(눅13:4) 

18 (Luke 13:4) 

53 
눅 13:31-32에서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부른 사람은? 

Who is Jesus referring “that fox” to in Luke 12:31-32? 

헤롯 

Herod 

54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었을 때에는 어느 자리에 앉으라 하셨나? 

When invited to someone’s wedding feast, where did Jesus said to 

sit?  

말석(눅 14:8-10) 

Lowest place (Luke 14:8-10) 

55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What is the second parable in Luke 15?  

잃은 드라크마 비유 

Parable of the lost coin 

56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여인의 잃은 돈, 그리고 잃었던 (    ) 

비유가 있다. (     )안에 맞는 말은? 

Fille in the blank: In Luke 15, there is a parable of lost sheep, lost 

coin and the prodigal (       ). 

아들 

Son 

57 

 

 

다음 중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한 비유는? 

 ①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②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③겸손히 섬기는 종의 비유      ④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Which of the parable is from Luke Chapter 16? 

1) Rich man and Lazarus; 2) Parable of the lost coin; 3) Parable of 

the humble servant; 4) Parable of the unrigteous judge 

① 

 

② (눅15) – from Luke 15 

③(불의한 청지기눅16) – parable of the 

dishonest manaer ④(눅18) – from Luke 

18 

58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and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the day, and turns to you 

seven times, saying, ‘(    ) you must forgive him." 

내가 회개하노라 (눅17:4)  

I repent (Luke 17:4) 

59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구절은 어느 복음서에 나타나는가? 

누가복음(17:20-21) 

 

 

60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복음서와 그 장은? 누가복음18장(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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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누가복음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ich chapter and verse in Luke is the following from: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with signs to be observed,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누가복음18:14 

Luke 18:14 

62 
누가복음에서 ‘삭개오’이야기가 기록된 장은? 

Which chapter in Luke has the story of Zacchaeus? 

19장 

Chapter 19 

63 
삭개오의 직업은? 

What was the occuplation of Zacchaeus 

세리장(눅19:6) 

Chief tax collector (Luke 19:6) 

64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사실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19:41) 
65 

종말에 관한 설교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장은? 

Which chapter in Luke does Jesus preaches about the end of age?  

누가복음21장 

Chapter 21 

66 

 

예수의 시험 기사에서 물러났던 사단이 수간 기사에 가룟 유다에게 

다시 들어갔다고 말하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has Satan entering into Judas Iscariot? 

누가복음(22:3) 

Luke (22:3) 

67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신 것은 모두 몇 번이었는가? 2 번(눅23:1, 11)  

68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중에 3번이나 군중에게 한 말은? 

What did Pilate say to the crowd three times while interrogating 

Jesus?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눅23:14-22) 

Found no guilt in this man deserving death 

(Luke 23:14-22) 

69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시기 전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Jesus’ words of the following 

before he was hung on the cross: “if they do these things when
 
the 

wood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누가복음(23:31) 

Luke (23:31) 

70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의 대화가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conversation of two robbers 

during the crucifixion? 

누가복음(23:39)  

Luke (23:39) 

71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심을 보도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ported Jesus’ words,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and drew his last breath? 

누가복음(23:46) 

Luke (23:46) 

72 

 

한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has written about a centurion who witnessed 

the dealth of Jesus on the cross praised God and said “Certainly 

this man was innocent!” 

누가복음(23:47) 

Luke (23:47) 

73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것을 기록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at when Jesus died, crowds beated 

their breasts? 

누가복음(23:48) 

Luke (23:48) 

74 

 

예수의 부활 기사 중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은? 

 ①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②제자들에게 나타나심  

 ③예수의 승천            ④제자들에게 당부 

From the following resurrection accounts, which is only recorded in 

Luke?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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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e occupation of the author of the gospel of Luke?        Doctor 

 

 

 

 

 

 

 

 

 

 

 

 

 

 

 

 

 

 

1) Two discples on the road to Emmaus; 2) Appeared to the 

discples; 3) Ascension of Jesus; 4) Jesus’ exhortation 

75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Name one of the two discples who met the resurrected Christ on 

their way to Emmaus. 

글로바 

Cleopas 

76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나타나신 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보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②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서 두 제자들을 만났다. 

 ③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하고 말씀하셨다. 

 ④예수께서 “볼지어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다. 

Which of the following accounts in Luke is the NOT the Jesus’ 

appreance after his resurrection? 

1) Disciple met Jesus and praises but are suspicious 

2) Jesus said to his discples, “Peace be with you” 

3) Jesus said “And behold, I am sending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① 

 

 

 

 

 

 

 

77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때는? 

According to Luke, when did Jesus said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부활하신 후(눅24:44) 

After the resurrection (Luke 24:44) 

 

78 
죄인. 아녀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복음서는? 

Which gospel has the most concerns regarding sinners and women? 

누가복음 

Luke 

79 
‘찬양’(찬송)의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has the most song of praise motif? 

누가복음 

Luke 

80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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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GOSPEL OF JOHN 

 

1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태초에 계신 것은 무엇인가? 

In the intro to book of John, what was in the begiining of the world? 

말씀 

Word 

2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     ) 아니 하였으나..”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    ) him.”     

영접지 (John 1:11) 

Recieve 

3 

 

“영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요한복음1:12 

John 1:12 

 

4 

 

“율법은 (     )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은혜와 진리는 (     )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    );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    ).” 

모세, 예수 그리스도(요1:17)  

Moses, Jesus Christ (John 1:17) 

5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리운 사람은? 

Who is the “voice of one crying out in the wirlderness”? 

세례요한 

John the Baptism 

6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한 곳은? 

Where is the place John the Baptist said, "I baptize with water,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 not know, even
 
he who comes after 

me, the strap of whose sandal I am not worthy to untie"? 

베다니(요1:27) 

Bethany (John 1:27) 

 

 

7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In the book of John, As John the Baptist saw Jesus coming towards 

him, he referred Jesus as “something” who away the sins of the 

world. What is something? 

어린양(요1:29) 

Lamb of God (John 1;29) 

 

8 
열두 제자중 베드로와 빌 립의 고향은? 

Among the 12 disciples, what is the home city of Peter and Philip? 

벳새다(요1:44)  

Bethsaida (John 1:44) 

9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사람은? 

Who witnessed to “Nathanael”? 

빌립 (John 1:45-51) 

Philip 

10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한 말은? 

What did Philip say to Nathanael while witnessing to him? 

와 보라(요1:46) 

Come and see (John 1:46)  

11 
안드레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게 강조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highlights the most of Andrew’s activities?  

요한복음 

Gospel of John 

12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did Jesus called a true Israel? 

나다나엘(요1:47) 

Nathanael 

13 
맨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Who first acknowledged Jesus and called him the Son of God? 

나다나엘(요1:49) 

Nathanael  

14 
예수의 처음 이적은 무엇인가? 

What was Jesus’ first miracle in the book of John? 

물로 포도주 만든 것(요2:1-11) 

Turning water into wine (John 2:1-11) 

15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은? 

Where was Jesus when he performed his first miracle? 

가나 

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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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돌 항아리는 

모두 몇 개인가? 

How many jars of water did Jesus turn into wine? 

여섯(요2:6) 

Six (John 2:6) 

17 

 

예수의 공생애 초기에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ports early in the book Jesus’ cleansing of 

the temple? 

요한복음(2장) 

John (Chapter 2) 

18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셨는가? 

In John, Jesus said he will destroy the temple that took how many 

years to build, and will build back in three days? 

46년(요2:20) 

46 years (John 2:20) 

19 

니고데모가 예수를 방문한 기사는 요한복음 몇 장에 나타나는가? 

In which chapter does John records the event of Nicodemus visiting 

Jesus? 

3장 

Chapter 3 

2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In which of the gospel the expression “Truly, truly, I say to you” is 

used the most? 

요한복음 

Gospel of John 

21 
예수님은 누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가? 

To whom did Jesus say one must be born again? 

니고데모(요3:3) 

Nicodemus (John 3:3) 

22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     )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    ) might be saved through him.”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요3:17) 

but in order that the world (John 3:17) 

23 

 

“(     )을 미워하는 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      )을 

사랑하는 이는 진리를 좇는 자이다”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    ), lest his works should be exposed. But whoever
 

does what is true
 
comes to the (    ),” 

빛(요3:20-21) 

Light (John 3:20-21) 

 

24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를 주던 곳은? 

In the book of John, where is the place John the Baptism baptized 

people before he was put in prison? 

애논 

Aenon (John 3:23) 

25 
세례 요한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Why did John the Bapptism choose Aenon to be the baptism place? 

거기 물들이 많아서 (요3:23) 

Becase the water of plentiful (John 3:23) 

26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     ) 주심이라” 

“For he whom
 
God has sent utters the words of God, for he gives the 

Spirit (    ).” 

한량없이(요3:34) 

without measure (John 3:34) 

27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성의 이름은? 

In John chapter 4, what was the name of the town Jesus met a 

Samaritan woman?  

수가성(요4:5-18) 

Sychar (John 4:5-18) 

28 
요한복음에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은? 

In John, what did Samaritan woman at the well said to Jesus?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요4:12)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John 4:12) 

29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요한복음4:24 

John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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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How did Jesus heal the official’s son? 

병자를 먼 거리에 두고(요 4:46-50) 

While the son was afar told the official he 

was healed (John 4:46-50) 

31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iracle Jesus performed at the pool of Bethesda?  

38년 된 병자를 고침(요5:2-8) 

Healed the multitude of invalids whose 

been sick for 38 years (John 5:2-8) 

32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병자는 몇 년 된 

병자였으며 언제 고치셨는가? 

The invalids that Jesus healed in Bethesda, how many years they’ve 

been sick and what day was when he healed them? 

38년/ 안식일(요5) 

38 years / Sabbath (John 5) 

33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의 어느 문 옆에 있는가? 

Which gate of Jerusalem is the pool of Bethesda located? 

양문(요5:2) 

Sheep gate (John 5:2) 

34 
요한복음에서 떡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어 있는 장은? 

What chapter in John is the bread most mentioned? 

6장 

Chapter 6 

35 

 

“나는 하늘로서 내려 온 산 (     )이니 사람이 이 (     )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I am the living (    )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    ), he will live forever.” 

떡(요6:5)  

Break (John 6:51) 

36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     )이요” 

“And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because they (    );” 

나를 믿지 아니함(요6:8-9) 

do not believe in me (John 16:8-9) 

37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무리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What did Jesus say to them when the crowd asked, “What must we 

do, to be doing the workd of God?”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요6:28-29)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John 

6:28-29) 

38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가르치신 곳은 어느 회당에서인가? 

According to John where did Jesus teach,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가버나움(요6:55) 

Capernaum (John 6:55) 

 

39 
“주여 (     )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    ),”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요6:68) 

Words of eternal life (John 6:68) 

40 
요한복음 7장과 관련된 절기는? 

What season was related to John chapter 7? 

초막절 

Feast of Booths (Feast of Tabernacles) 

 

41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     )에서 생수의 

(     )이 흘러나리라”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his heart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배, 강(요7:38)  

Heart, Rivers (John 7:38) 

42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한 일을 보고하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reports the event of a woman caught in adulty but 

forgiven? 

요한복음(8장) 

John Chapter 8 

43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의 장은? 

Which chapter and verse has the words of Jesu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8장 12절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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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ght of life." 

44 

 

 

요한복음 각 장의 주요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3장- 예수와 니고데모            ②4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③5장-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치유  ④6장- 세상의 빛이신 예수 

Which of the story in John is NOT correctly related? 

1) Chap. 3 – Jesusand Nicodemus; 2) Chap 4 – Jesus and 

Samaritan Women; 3) Chap. 5 – Healing at the pool of Bathesda; 4) 

Chap. 6 – Jesus, light of the world 

④(8장) 

(Chapter 8) 

 

 

45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To be a true discple of Jesus, what must we abide in? 

예수의 말씀(요8:31) 

Word of Jesus (John 8:31) 

46 

 

요한복음 8:44에서 말하는 마귀는? 

What is the devil in John 8:44 refer to?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Murderer from the beginning, Liar, Father 

of lies 

47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그 소경된 이유은? 

What is the reason for being blind at birth?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요9장) 

To show the glory of God (John 9) 

48 
'실로암'은 무슨 뜻인가? 

What is “Siloam” mean? 

보냄을 받았다.(요9:7) 

Sent (John 9:7) 

49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장은? 

In what chapter does Jesus says “I am the good shepherd”? 

10장 

Chapter 10 

50 
수전절이 언급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mentions of the Feast of Dedication? 

요한복음(10장) 

John (Chapter 10) 

51 
예수님께서 요한복음10:7에서 “나는 (     )의 문이라”고 하셨다. 

Jesus said in John 10:7, “I am the door of the (    )” 

양 

Sheep 

52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을 하신 

장절은? 

In John, which chapter and verse does Jesus says “I and the Father 

are one”? 

요10:30 

John 10:30 

53 

 

 

다음 중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기사는? 

 ①야이로의 딸 소생  ②나인성 과부의아들 소생  

 ③나사로 살리심     ④죽은 다비다를 살리심 

Which of the following only appears in the gospel of John? 

1) Raising Jairo’s daughter from the dead; 2) Raising the Nain 

widow’s son from the dead; 3) Raising Lazarus from the 

dead; 4) Raising Eutychus from the dead 

③(요한복음11장) 

John chapter 11 

 

 

54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 중 죽은지 가장 오래된 사람은? 

Of all the ones Jesus raised from the dead, who was dead the 

longest? 

나사로(요11:1-13) 

Lazarus (John 11:1-13) 

55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몇일이 

지났었나? 

When Jesus went to raise Lazarus from the dead, how many days 

passed since his death? 

나흘(요11:17)  

Four days (John 11:17) 

56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거리는? 

What was the distance between Jerusalem and Bethany? 

약 5리(2 km)(요11:18) 

About two miles (John 11:18) 

57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     )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요11:25-26) 

Lives (John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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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    )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58 

요한복음에서 베다니 향유 사건이 나오는 곳은? 

Where in the gospel of John does the Jesus in Bathany, gets 

anointed with expensive is recorded? 

12:1-8 

59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유는? 

When mary poured the expensive ointment on Jesus’ feet, why did 

Judas Iscariot tried to stop her? 

그 돈을 자기가 훔쳐 쓰려고(요12:1-6) 

So he can help himself to the mone (John 

12:1-6) 

60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때 방문 받은 

사람은? 

Who came to visit when Jesus was saying,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헬라인들(요12:20-23) 

Greeks (John 12:20-23) 

 

6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     )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had come
 
to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       ), he loved them to the end.”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13:1)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62 

 

 

요한복음의 ‘고별서’(13-16장)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은? 

 ①제자들의 발을 씻김  ②새 계명을 주심  

 ③성령의 약속         ④베다니 향유 사건 

In John’s recording of Jesus’ last time of spent with discples before 

his arres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included? 

1) Washing of discples’ feet; 2) Gives new commendment; 3) 

Promise of the Holy Spirit; 4) Jesus anointed at Bathany 

 

④(12장) 

Chapter 12 

 

63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으신 때는? 

When did Jesus wash the feet of discples? 

유월절 전날(요13:1,4) 

A day before the Passover (John 13:1, 4) 

64 
새 계명은 무엇인가? 

What is the new commendment? 

서로 사랑하라(요13:34) 

Love one another (John 12:34) 

65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     )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     ) and will tak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you may be also.” 

내가 다시 와서(요14:3) 

I will come again (John 14:3) 

66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한 제자는? 

In John chapter 14, which disciple asked “show us the father”? 

빌립 

Philip 

67 
성령을 ‘보혜사’(파라클레토스)로 부르는 책은? 

Which of the gospel called the Holy Spirit “helper (Parakletos)? 

요한복음(14장) 

Gospel of John (14) 

68 

 

요14:16-17의 내용은? 

 ①새계명  ②하늘의처소  ③보혜사성령  ④대제사장적기도 

What is the content of John 14:16-17 

1) New commendment; 2) Place in heaven; 3) Holy Spirit, the helper; 

4) High priestly prayer 

③ 

 

69 
“나는 참 포도나무요 (     )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and (    ) is

 
the vinedresser.” 

내 아버지는(요15:1) 

My Father (John 15:1) 

70 요한복음에 나타난 ‘친구를 위한 제일 큰 사랑’은 무엇이라 하셨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요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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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ohn, what is “the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71 
보혜사 성령이 와서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하는가? 

When the Holy Spirit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죄, 의, 심판(요16:8) 

Sin, Righterousness, Judgement (John 

16:8) 

72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      ) 

이기었노라.”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    )." 

세상을(요16:33) 

World (John 16:33) 

73 

 

요한복음에서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루어진 장은? 

Which chapter in the gospel of John is dedicated to Jesus’ high 

priestly prayer? 

17장 

Chapter 17 

74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가 나오는 출처는? 

In John, what chapter and verse did Jeus prayed for his disciples,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요한복음17:17 

John 17:17 

75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벤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무엇인가? 

What is the name of high priest’s servant that Peter cut the right ear 

with his sword? 

말고(요18:10) 

Malchus (John 18:10) 

76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의 

이름은? 

Who was the father-in-law of high priest of the year, Caiaphas? 

안나스(요18:13) 

Annas (John 18:13) 

77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졌는가? 

What was the incription written on Jesus’ Cross? 

유대인의 왕(요19:19) 

King of the Jews (John 19:19) 

78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어느 나라 말로 적혀있나? 

What was the language “King of the Jews” written? 

히브리, 로마, 헬라(요19:20) 

Hebrew, Gree, Latin (John 19:20) 

79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성모(마리아)의 여생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나? 

On the cross, Jesus asked which discple to take care of his mother, 

Mary? 

요한(요19:26-27)  

Discple whom he loved (referring to John) 

– (John 19:26-27) 

 

80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In John, what was the last words Jesus spoke on the cross? 

다 이루었다(요19:30) 

It is finished (John 19:30) 

81 

요한복음에서 안식일 후 첫날 처음으로 무덤에 간 여인은? 

In Joh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o was the first one to visit 

the tomb of Jesus? 

막달라 마리아(요20) 

Mary Magdalense (John 20:1) 

8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빈 무덤에 처음 들어가 본 남자는? 

After Jesus resurrected, who was the discple that first saw the 

empty tomb? 

베드로(요20:6) 

Peter (John 20:6) 

83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있던 것은 무엇 무엇인가? 

What was left in the empty tomb?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요20:6-7) 

Linen cloth, face cloth (John 20:6-7)  

84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   )을/를 받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even so I am 

sending you.’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성령(요20:21-22) 

Holy Spirit (John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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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m, ‘Receive the (    ).’” 

85 
부활 후 제 8일에서야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Which discple met Jesus 8 days after his resurrection? 

디두모라 하는 도마(요20:26) 

Thomas (John 20:26) 

86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     ) 그 이름을 

힘입어 (     ) 얻게 하려 함이니라.” 

“Now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the disciple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but these are written so that you 

may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    ) you 

may have (    )
 
in his name.” 

믿고, 생명을(요20:30-31)  

believing, life (ohn 30:30-31)  

 

87 

4복음 중 특별히 기록한 목적을 명시해 놓은 복음은? 

Which of the four gospels clears stated the purpose of writing the 

book?  

요한복음(요20:30-31) 

John (20:30-31) 

88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바다는 어느 바다인가? 

After the resurrection, which seas did Jesus appear? 

디베랴 (갈릴리) 바다(요21장) 

Sea of Tiberias in Galilee (John 21) 

89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사건 후 고기 잡으러 간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나? 

After the death of Jesus and resurrection, how many discples went 

fishing? 

7명(요21장)  

7 (John 21) 

90 

 

요한복음에서 예수에 의해 나중에 게바라고 불린 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In John, whose son was Simon, who later was called Cephas by 

Jesus? 

요한(요21) 

Son of John (John 21) 

91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것이 

무엇인가? 

After the resurrection at the seas pf Toberoas, what did Jesus asked 

Peter three times?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17) 

Do you love me? (John 21:15-17) 

92 

 

복음서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아닌 것은? 

①수산나  ②요안나  ③살로메  ④유니게 

Which name of woman does not appear in the gospels? 

1) Susanna; 2) Joanna; 3) Salome; 4) Eunice 

④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Eunice (Mother of Timothy) 

93 

 

 

 

다음 중 셋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적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치유  ②실로암에서 소경 치유 

 ③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④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치유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miracle of Jesus that only appears 

in the gospel of John? 

1) Healing at the pool of Bathesda; 2) Healing the blind at the 

Siloam; 3) Raising Lazarus from the dead; 4) Healing of 

demon-possessed on the street 

④ 

 

 

 

94 

 

 

 

 

다음 중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①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②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심 

 ③실로암 못가의 소경 치유 

 ④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심 

Which on the following only appears in the gospel of John? 

1) Cleansing of the temple; 2) Feeding of 5,000; 3) Healing of the 

blind man at the Siloam; 4) Jesus walking on the water 

③ 

 

 

 

 

95 복음서중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복음서는?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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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ACTS 

 

1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Who wrote the book of Acts? 

누가(행1:1, 눅1:3) 

Luke (Acts 1:1; Luke 1:3) 

2 
사도행전은 총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in the book of Acts? 

28장 

28 chapters 

3 

예수께서 부활 후 며칠 만에 승천하셨는가? 

After how many days after the resurrection, Jesus ascended to 

Heaven? 

40일(행1:3) 

40 days after the resurrection (Acts 1:3) 

4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Before his ascension, what did Jesus command the disciples?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 

Not to depart from Jerusalem but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Acts 1:4) 

5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What did Jesus promised to the disciples before his ascension?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5)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in 

many days (Acts 1:5) 

6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본 말은? 

What was the question discples had to Jesus before his ascension?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시기(행1:6) 

When will h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Acts 1:6) 

7 
최후의 심판 날은 누가 아는가? 

Who knows the days of judgment? 

오직 하나님만이(행1:7, 마24:36) 

Only God (Acts 1:7; Matt. 24:36) 

8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의 수는? 

After the ascension of Jesus, how many followers gathered in 

Jerusalem? 

120명(행1:15) 

120 (Acts 1:15) 

9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직에 보선(선출)된 사람은? 

Who took the place of Judas Iscariot as the 12th disciple? 

맛디아(행1:26) 

Matthias (Acts 1:26) 

10 
행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은? 

Who are the OT figures in Peter’s sermon in Acts 2? 

요엘, 다윗 

Joel, David 

11 오순절에 임한 역사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령 충만(행2장) 

Which of the gospel states “beloved discple”? Gospel of John 

96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이다’ 말씀이 아닌 것은? 

 ①생명의 떡 ②유대인의 왕 ③세상의 빛 ④선한 목자 

In the gospel of John,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Jesus’ “I 

am…”? 

1) Bread of Life; 2) King of the Jew; 3) Light of the world; 4) Good 

shepherd 

d

d

f

d

f 

 

97 
요한복음의 맨 끝장은? 

What is the last chapter of book of John?  Chapter 21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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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called the historic moment on the day of Pentecost? Coming of the Holy Spirit (Acts 2)  

12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     )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And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죄 사함(행2:38) 

forgiveness of your sins (Acts 2:38) 

 

13 

 

 

 

다음 중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of church?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 

하나님을 찬미함 

성전에 모이기를 힘씀(행2:43-47)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belongs and sharing with 

those in need 

Praising God 

Attending temple together 

Breaking bread in their homes 

(Acts 2:43-47) 

14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부부는 누구인가? 

Who was the couple that dropped dead for deceiving the Holy 

Spirit?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1-11) 

Ananias and Sapphira (Acts 5:-11) 

15 

 

누구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는가? 

People took their sick to the street hoping whose showdow might fall 

on them? 

베드로(행5:15) 

Peter (Acts 5:15) 

16 

 

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에 등장한 사도들에게 우호적인 율법교사의 

이름은? 

In Acts 5:33f, who was the council of Pharisee that showed favor to 

the apostles?  

가말리엘 

Gamaliel 

 

17 

초대교회가 세운 일곱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What is the qualification of 7 deacons established by the first 

church? 

성령충만, 지혜충만, 칭찬듣는 사람(행6:3) 

Good reputation,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Acts 6:3) 

18 

 

사도행전에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선출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사람은? 

Who were the 7 deacons selected fro the Jerusalem church to serve 

the needy?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행6:5) 

Stephen,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Nicolaus (Acts 6:5) 

19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는? 

Who was the first myrtr after Jesus ascended? 

스데반(행7:57-60) 

Stephen (Acts 7:57-60) 

20 
교회가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한 것은? 

When did the Church start dispursing to other regions? 

스데반 순교와 교회 핍박으로(행8:1-3) 

After Stephen’s myrtr and the persecution 

of the church grew (Acts 8:1-3) 

21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난 결과는? 

What resulted in persecution of church of Jerusalem? 

신자가 각지로 흩어져 전도함(행8:1-4) 

Believers scattered to different regions 

and preached the word (Acts 8:1-4) 

22 
오순절 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After Pentecost, who proclaimed the Christ in Samaria? 

빌립(행8:5) 

Philip (Act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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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사람은? 

시몬(행8:18-19) 

 

24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의 뜻을 풀어서 가르친 사람은? 

Who taught the meaning of the Scripture to Ethiopian eunuch? 

빌립(행8:26-27) 

Philip (Acts 8:26-35) 

25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에서 읽었던 성경은? 

Scripture that Ethiopian eunuch was reading?  

이사야(행8:28) 

Isaiah (Acts 8:28) 

26 

 

 

 

 

 

 

다음 중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전도자 빌립이 행한 일이 아닌 

것은? 

 ①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함  

 ②마술사 시몬을 믿게 하고 세례를 줌   

 ③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줌  

 ④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으로 감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e acts of Philip in Acts 8? 

1) Go down to Samaria and proclaim the Christ 

2) Baptize the magician Simon 

3) Baptize the Ethiopian Eunuch who court official of 

Ethiopian queen, Candance 

4) Apreared in Azotus going though different citadel proclaiming 

the good news then travel to Damascus 

④ 

*빌립의 여정: 사마리아→가사→ 

아소도→가이사랴 

 

Philip’s Journey: Samaria – Gaza – 

Azotus - Caesarea 

 

 

27 
사울(바울)이 '직가'라는 거리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Saul (Paul) met who at the street called “Straight”? 

아나니아(행9:11-12) 

Ananias (Acts (:11-12) 

28 
베드로가 룻다에서 어떤 병자를 고쳤는가? 

Who did Peter healed at Lydda? 

중풍병자(행9:32-35) 

Paralytic (Acts 9:32-35) 

29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친 팔 년 된 중풍병자의 이름은? 

In book of Acts, what is the name of paralytic that Peter healed? 

애니아(행9:23) 

Aeneas (Acts 9:33) 

30 

 

베드로에 의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욥바의 과부는 

누구인가? 

Who was the widow of Joppa who died and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Peter? 

다비다 or 도르가(행9:40)  

Tabitha or Dorcas (Acts 9:40) 

31 
피장 시몬이 살았던 도시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city Simon, a tanner lived? 

욥바(행9:43) 

Joppa (Acts 9:43) 

32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행한 이적이 아닌 것은? 

 ①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치유 ②중풍병자 애니아 치유  

 ③죽은 다비다를 일으킴      ④귀신들린 여종 치유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miracle of Peter in book of Acts? 

1) Healing of lame at the temple gate; 2) Healing of paralytic, 

Aeneas; 3) Raise Tabitha from the dead; 4) Healing the slave girl 

who had a spirit of divination 

④(행16:16~, 빌립보에서 바울) 

4) (Acts 16:16 – Paul in Philipi) 

①(3장) ②(9장) ③(9장) 

1) chapter 3; 2) chapter 9; 3) chapter 9 

4 

 

33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원인은 무엇인가? 

Why did Cornelius meet the angel of God?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행10:4) 

His generousity to needy and continual 

prayer reached God (Acts 10:4) 

34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간은? 

In Acts chapter 10, what time did Peter go up to the roof to pray? 

6시(행10:9) 

Sixth hour (Acts 10:9) 

35 

 

베드로가 욥바 성의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본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같은 것에 있던 부정한 동물들은 무엇 무엇이었나? 

When Peter went up to the roof in Joppa to pray and went into a 

trance, what were the unclean animals he saw descending on a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것 

(행11:5-10) 

four legged animal, reptiles, birds of the air 

(Acts 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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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36 
사도행전에서 이방선교의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In Acts, where was the center of foreigin mission? 

수리아 안디옥(행11:19-26) 

Syria Antioch (Acts 11:19-26) 

37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소문을 듣고 그 곳 지도자로 

누구를 파송했는가? 

In Acts, hearing upon the new of Antioch church, who was sent as a 

leader from the church of Jerusalem? 

바나바(행11:22) 

Barnabas (Acts 11:22) 

 

38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곳은 어디인가? 

Where was the first place discples were called “Christian”?  

안디옥 교회(행11:26) 

Church of Antioch (Acts 11:26) 

39 
초대교회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는? 

Who was the second myrtr since the founding church? 

요한의 형제 야고보(행12:1) 

Brother of John, James (Acts 12:1) 

40 

 

옥중에 있던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깨우며 명한 내용 3가지는? 

While Peter was in prision, angel of the Lord came to wake him and 

said?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메라. 

겉옷을 입으라.(행12:1-19) 

Get up quickly; Dress and put on your 

sandels; wrap cloak around and follow 

(Acts12:1-19) 

41 

 

베드로가 헤롯의 옥에서 풀려 나온 후 찾아간 집은? 

Where did Peter go after being released from Harod’s prinson?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행12:12)  

House of Mary, mother of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Acts 12:12) 

42 

예루살렘에서 분산된 신자들이 세운 교회 중 제일 큰 교회는? 

What is the largest church established by the believer scattered from 

Jerusalem? 

안디옥 교회(행13:1-3) 

Church of Antioch (Acts 12:1-3) 

43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첫 선교사는 누구인가? 

Who was the first missionary commissioned by the church of 

Antioch? 

바나바와 사울(행13:2-3) 

Barnabas and Saul (Acts 13:2-3) 

44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1차 전도여행지 어디에서부터 

인가? 

During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where did Saul change his name 

to Paul? 

바보(행13:6,9) 

Paphos (Acts 13:6, 9) 

45 
사울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What is the meaning of name “Paul”? 

작은 자(행13:9, 고전15:9) 

Unworhty (Acts 13:9; 1 Cor. 15:9) 

46 
바울이 이방인 상대 전도를 완전히 선언한 곳은? 

Where did Paul pronounce his mission to the Gentles?  

비시디아 안디옥(행13:14-46) 

Antioch in Pisidia (Acts 13:14-16) 

47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를 고친 곳은? 

In Acts, where did Paul heal a man “crippled from birth and had 

never walked”? 

루스드라(행14:8) 

Lystra (Acts 14:8) 

 

48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오해 받은 

곳은? 

In Acts, at where during their journey Barnabas was mistaken for 

“Zeus” and Paul for “Hermes”? 

루스드라(행14:12) 

Lystra (Acts 14:12) 

49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어버려졌다가 다시 

일어난 후에 가서 전도한곳은? 

In the book of Acts, Paul was stoned and thrown out into the street 

presumed dead, rose up and went to what city? 

더베(행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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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앙관은? 

What is the ideological belief that Judaic Christians are asserting?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행15:1) 

Unless you are circumcised, you cannot 

be saved (Acts 15:1) 

51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를 위해 출발한 사람은? 

Who left from the church of Antioch for their 2nd missionary 

journey? 

바나바, 요한(마가라고도 함), 바울, 실라 

(행15:36-41) 

Barnabas, John (also called Mark), Paul, 

Silas 

52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은 어디인가? 

Where did Paul see a vision of Macedonian man? 

드로아(행16:6-10) 

Troas (Acts 16:6-10) 

53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한 횟수는? 

How many times Paul exercise his Roman citizenship? 

2회(행16:37,22:25) 

Twice (Acts 16:37, 22:25) 

54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사람들로부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는 말을 들은 곳은? 

Where was a place Paul and his party were accused of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also,” 

데살로니가(행17:6) 

Thessalonica (Acts 17:6) 

55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한 

사람들은? 

Who were the people received the word with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daily if things were so? 

베뢰아 사람들(행17:10-11)  

People of Bere (Acts 17:10-11) 

56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동업자는 누구인가? 

Who was the fellow tenmaker Paul met in Corinth?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18:1-3) 

Aquila and Priscilla (Acts 18:1-3) 

57 
바울이 삭발한 곳은 어디인가? 

Where was the place Paul cut his hair? 

겐그레아(행18:18) 

Cenchreae (Acts 18:18) 

58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난 도시는? 

In book of Acts, where did Paul meet the followers that did not know 

abou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ut only received baptism from 

John the Baptism (baptism of repentence)? 

에베소(행19:1-3) 

Ehpesus (Acts 19:1-3) 

59 

 

에베소에서 바울을 흉내내며 귀신을 쫓다가 혼이 난 사람은 

누구인가? 

Who were the men imitating Paul and trying to drive out evil sprits 

but the evil spirit leaped on them?  

스게와의 일곱아들(행19:14) 

Sceva and his seven sons (Acts 19:14) 

60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불사른 책값은 얼마인가? 

How much was the value of books those practiced magic arts 

burned? 

은 오만(행19:19) 

Fifty Thousand pieces of silver (Acts 

19:19) 

61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행한 설교가 나오는 장은? 

Which chapter in Acts does Paul’s sermon at Troas? 

20장 

Chapter 20 

62 

설교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은 누구인가? 

Who was the young man drowsed during Paul’s semon fell off of a 

third story and died? 

유두고(행20:9) 

Eutychus (Acts 20:9) 

63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 한 

말씀인가? 

In the book of Acts, to which church Paul said, “Therefore
 
be alert, 

remembering that
 
for three years I did not cease night or day

 
to 

admonish everyone
 
with tears”? 

에베소(행20:31) 

Church of Ephesus (Acts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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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탄 배의 이름은 무엇이며 몇 명이나 탔는가? 

What is the name of a ship Paul sailed to his way to Rome and how 

many were in the ship? 

아드라뭇데노/ 276명(행27:2,37) 

Adramyttium / 276 (Acts 27:2, 37) 

65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던 섬의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island where Paul got bitten by a viper? 

멜리데(행28:1-5) 

Malta (Acts 28:1-5) 

 

 

 

 

 

<로마서>  

ROMANS 
 

1 

 

바울의 편지 서언에 나타나는 인사말에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What is the vocabulary Paul often uses in the preface of his epistles?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2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How many chapters are in Romans? 

16장 

16 chapters 

3 
'로마서'의 총 제목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heme/title of book of Romans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 

Justified by faith 

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은? 

Which of Paul’s epistle starts with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로마서 

Romans 

 

5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은? 

Jesus is a decendent of who in his flesh, according to Romans? 

다윗의 혈통에서(롬1:3) 

Decended from David (Rom. 1:3) 

6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가 나오는 바울 

서신은? 

Where in Paul’s epistle the following is from: “For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strengthen you—“?  

롬(1:11) 

Romans (1:11) 

 

7 
뭇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자칭한 사람은? 

Who stated he had self-obligation to all people? 

바울(롬1:14) 

Paul (Rom. 1:14) 

8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Where is it written,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faith”? 

롬1:17 

Romams 1:17 

9 

 

 

로마서에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     )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      )를/을 네게 쌓는도다” 

In Romans, “But because of your hard and impenitent heart you are 

storing up (   ) for yourself on the day of when God's righteous 

(    ) will be revealed.” 

진노(롬2:5) 

Wrath, Judgment (Ro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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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What advantage do Jews have over Gentiles?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롬3:2) 

Was entrusted with the oracles of God 

(Rom. 3:2) 

11 

 

로마서 3장 9~18절에서 바울은 인간이 다 죄인이며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는가? 

In Romans 3:1-18, Paul says we are sinners and are not continuing 

to sin because we do not have what? 

하나님을 두려워함(롬3:18) 

Fear of the Lord (Rom. 3:18) 

12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In Romans, what is the function of law? 

죄를 깨닫게 하는 것(롬3:20) 

Law brings knowledge to sin (Rom. 3:20) 

13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But now the (    ) of God has been manifested apart from the law, 

although the Law and the Prophets bear witness to it—“ 

의(롬3:21) 

Righteousness (Rom. 3:21) 

14 

 

로마서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기록된 장은? 

Where is Romans it is written, ““Whom God put forward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롬3:25 

Romans (3:25) 

15 

 

“하나님은 다만 (      )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또한 (      )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       )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Or is God the God of (    ) only? Is he not the God of (    ) also? 

Yes, of (    ) also,” 

유대인/이방인/이방인(롬3:29) 

Jews / Gentiles / Gentiles (Rom. 3:29) 

16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기록한 로마서의 장은? 

Which chapter in Romans devoted a whole chapter to faith of 

Abraham? 

4장 

Chapter 4 

17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때는? 

When was Abraham counted as righous by his faith? 

할례 받기 전(롬4:10) 

Before his circumcision (Rom. 4:10) 

18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Abraham received righteousness throught what? 

믿음으로(롬4:18-22) 

By faith (Rom. 4:18-22) 

19 

 

“예수는 우리가 (      )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     )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Who was delivered up for our (   ) and raised for our (    ).” 

범죄/의롭다(롬4:25) 

Trespasses / Justification 

20 

 

 

 

 

 

 

 

다음 중 로마서의 장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1장: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②2장: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③3장: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④4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From the following which does NOT match the chapter with the 

content? 

1) Chap. 1: Obligated to Greeks and barbarians,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2) Chap 2: For
 
no one is a Jew

 
who is merely one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outward and physical. 

3) Chap. 3: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apart from the law, 

4) Chap. 4: There for,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④ 5장 1절 

Chapter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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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장은? 

Which chapter in Romans did Paul compare Jesus Christ with 

Adam? 

5장 

Chapter 5 

22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는 곳은? 

Where in the NT is Jesus Christ a new Adam? 

롬5, 고전15 

Romans 5, 1 Cor. 15 

23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Even though we may not sin as Adam did, why are we bound to 

death? 

아담이 우리 대표가 되기 때문(롬5:12-16) 

Because sin came through adam, death 

through sin and spread to all men (Rom. 

15:12-16) 

24 
로마서 6장의 주제는? 

What is the theme of Romans 6?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움 

Freedom from the dominion of sin 

25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값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What is the price of sin? 

사망(롬6:23) 

Death (Rom. 6:23) 

26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권세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바울이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로마서의 장은? 

Which chapter in Romans compares freedom from the power of law 

to marriage? 

7장 

Chapter 7 

27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가? 

What must we have in our spirit in order for us to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의 영(롬8:9) 

Spirit of Christ (Rom 8:9) 

28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 로마서의 장은? 

Which chapter in Romans is about the Holy Spirit being the witness?   

8장 

Chapter 8 

29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고백하게 하시는 일은? 

In Romans 8, what does the Holy Spirit prompts us in our spirit to 

profess?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롬8:15) 

to cry Abba Father (Rom. 8:15) 

30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은? 

Why does Paul have a great sorrow and anguish? 

동족의 믿지 않음(롬9:1-3) 

That his own kinsman does not believe 

(Rom. 9:1-3) 

31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된 두 

사람은? 

In Romans, who are the people Paul mentions to explain God’s 

soverign choice? 

야곱과 에서(롬9:13)  

Jacob and Essu (Rom. 9:13) 

32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reason God loved Jacob but haed Essu?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롬9:13) 

According to God’s soverign choice (Rom. 

6-13) 

33 

 

다음 로마서 구절 중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하는 구절은? 

In Romans, which verse says Christ if the “end of the law”?  

10:4 

 

34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는가?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Christ’s what? 

말씀으로(10:17) 

Word (10:17) 

35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 서신은? 

Where does it say Christ is the wisdom of God? 

롬(11:33-36) 

Romans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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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What does the Romas say about vengence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주의 진노에 맡길 

것(롬12:19) 

Do not avenage yourself but to leave to the 

wrath of God (Rom. 12:19) 

37 
권세의 출처는? 

Where is the source of authority? 

하나님(롬13:1) 

God (Rom. 13:1) 

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가 

나오는 로마서의 장은? 

Which chapter in romans is written, “Owe no one anything, except 

to love each other, for the one who loves another has fulfilled the 

law.” 

롬13(:8) 

Romans 13 (v. 8) 

39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ere in Romans written,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13:10 

40 

 

로마서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 고 바울이 

권면하는 장은? 

Which chapter in Romans does Paul admonish “Therefore let us not 

pass judgment on one another”? 

14장 

Chapter 14 

41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가 나오는 

곳은? 

Where in Romans “We wi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is written? 

14:10  

 

42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     ) 안에 있는 

의와 (     )과/와 희락이라’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    ) and joy in the (    ).” 

성령/평강(롬14:17) 

Peace / Holy Spirit (Rom 14:17) 

43 
무엇으로 좇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는가? 

Action does the proceed from what is sin? 

믿음(롬14:23) 

Faith (Rom 14:23) 

44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은? 

Where in Romans does Paul profess to give priestly service to 

Gentiles? 

롬15:16 

Romans 15:16) 

45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이유는? 

What is the reason Paul says reason for not preaching in places 

where Christ has already been named?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롬15:20)  

Not to uild on someone else’s foundation 

(Rom. 15:20) 

46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In Asia Minor, who was the first to become the follower of Christ? 

에배네도(롬16:5) 

Epaenetus (Rom. 16:5) 

47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 의해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는가? 

In Romans 16, how did Paul praise Prisca and Aquila? 

나의 동역자들(롬16:3) 

Fellow works of Christ (Rom. 16:3) 

48 
로마서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칭해진 이는? 

In Romans 16, who was chosen in the Lord? 

루포 

Rufus 

49 로마서를 대서(필)하여 준 사람은 누구인가? 더디오(롬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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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cribed the epistle of Romans?  Tertius (Rom. 16:22)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 
바울은 서신의 전반부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In the first part of the letter, what does Paul call himself?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전1:1) 

Apostle of Christ Jesus (1 Cor 1:1) 

2 
고린도전서를 보낸 사람은? 

Who sent the letter to Corinith? 

바울, 소스데네 

Paul, Sosthenes 

3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Who did Paul receive the report of quarreling of the church from? 

글로에(고전1:11) 

Chloe (1 Cor. 1:11) 

4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요인은 무엇인가? 

What is the reason for quarreling of the Church of Corinth?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4당파로 

인하여(고전1:12) 

Different followers to particular leader: 

Paul, Apollo, Cephas, Christ (1 Cor. 1:12) 

5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에게 어떠합니까? 

What is word of the cross to those perishing? 

미련한 것이다.(고전1:18) 

Folly (1 Cor. 1:18) 

6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가? 

What is the world of the cross to those saved?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1:18) 

Power of God (1 Cor. 1:18) 

7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장은? 

In which chapter of 1 Corinithians does Paul speak of “Yet among 

the mature we do impart wisdom”? 

고전2(:6) 

1 Corinithians 2 (v. 6) 

 

8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장은? 

Which of the chapter in 1 Corinithians appear, ““For who has 

understood the mind of the Lord so as to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고전2(:16) 

1 Corinthians 2 (v. 16) 

 

 

9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로 묘사한 장은? 

In 1 Corinthians, which chapter does Paul compares faith of the 

church in Christ to the infant? 

3(:1) 

Chapter 3 (v. 1) 

 

10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자라나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Who is the one planted, who watered and who gave growth? 

심는 자-바울, 물을 주는 자-아볼로, 

자라나게 하는 이-하나님(고전3:6) 

Paul planted, Apollos watered and God 

gave the growth (1 Cor. 3:6) 

11 
믿는 자를 성전이라고 한 이유는? 

Why are we God’s temple? 

성령이 내주하심으로(고전3:16) 

God’s spirit dwells within (1 Cor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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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What should servants of Christ should seek? 

 

 

 

 

 

 

 

 

 

 

 

충성(고전4:2) 

Trustworthy (1 Cor. 4:2) 

13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몇 명이요, 아비는 몇 명인가? 

In Christ, how many are guides and how many are fathers? 

 

스승은 일만이고 아비는 한 명이다. 

(고전4:15) 

Countless guides but a few father (one for 

Church of Corinth, Paul – 1 Cor. 4:15) 

14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란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장은? 

Which chapter and verse in 1 Cor. the following is from: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not all things are helpful.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I will not be enslaved by anything. 

6:12 

 

 

15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 한 

것이 아니라” 고 언급하는 서신은? 

Which epistle is the following from: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not all things are helpful.” 

고린도전서 (6:12) 

1 Corinthians (6:12) 

16 
몸에게 범하는 죄가 어떠한 것인가? 

What kind of sin is a sin against his/her body? 

음행 (고전6:18) 

Sexual immorality (1 Cor. 6:18) 

17 
성도의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What is Paul’s advise on marriage? 

사람에 따라 적당히 하라. (고전7:8-9) 

Do according to the limit of the person’s 

self-control (1 Cor. 7:8-9) 

18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구별하여 교훈한 문제는? 

In the 1 Corinthians, which matter did Paul made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command of the Lord versus his own advice? 

결혼문제(고전7:25) 

Issue of marriage (1 Cor. 7:25) 

19 고린도전서 8-10장에서 바울이 주로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20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한 말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Which chapter/verse in 1 Cor. does the following appear: “This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고전8:1 

1 Cor. 8:1 

21 

 

고린도전서8장에서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1 Cor. chapter 8, what is a criterion of discerning whether to eat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자유(고전8:9) 

Free will (1 Cor. 8:8-9) 

22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in 1 Cor.? “Am I not free? Am I not 

an apostle? Have I not seen Jesus our Lord? Are not you my 

workmanship in the Lord?” 

고전 9(:1) 

1 Corinthians 9(:1) 

23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가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함으로써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장은? 

Where in 1 Corinthians does Paul speaks of his own rights to eat and 

drink, as a worker of the gospel? 

9(:4) 

Chapter 9(:4) 

 

24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고전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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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당했다” 는 것을 본보기로 제시한 장은? 

Which chapter in 1 Cor. speakes of the people of Israel being 

“overthrown into the wilderness” due to their sinful acts? 

Chapter 10(:2-6) 

 

25 

감당 못할 시험은 어떻게 허락해 주시는가? 

How does God’s faithfulness shown when we are tempted beyond 

our ability? 

피할 길을 내서 이기게 하신다.(고전10:13) 

He provides the way to escape, that we 

maybe able to endure it (1 Cor. 10:13) 

26 

 

성도가 자기 양심에 가책 없는 일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는? 

What should be a saint’s attitude towards actions he/she may do 

even with clear conscience? 

다른 사람의 양심도 고려할 것 

(고전10:23-33) 

Be considerate to those who may stumble 

though his/her action (1 Cor. 10:23-33) 

27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씀이 나오는 장은? 

Which chapter in 1 Cor. does Paul say,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 

고전11(:1) 

Chapter 11(:1) 

28 

 

"남자가 여자에게서냐 여자가 남자에게서냐"의 물음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How did Paul answer to the question, “Is man from woman or 

woman from man?”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고 한다. 

(고전11:8) 

Woman was made from man (1 Cor. 11:8) 

29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성만찬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장은? 

In 1 Cor., which chapter does Paul mentions regarding the Lord’s 

Supper he received from Christ? 

11(:23-29) 

Chapter 11(:23-29) 

30 
성찬식'의 '떡'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In the Lord’s supper, hat does the “bread” represent? 

주님의 몸(살)(고전11:17-34) 

Christ’s body (1 Cor. 11:23-34) 

31 
'성찬식'의 '잔'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In the Lord’s supper, what does the “cup” represent? 

주님의 피(새언약)(고전11:17-34) 

Christ’s body (new promise) (1 Cor. 

11:23-34) 

32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Why do Paul call himself “unworthy”?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으므로(고전15:9) 

Because he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in the past (1 Cor. 15:9) 

33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언급하는가? 

According to Paul in 1 Cor., after Jesus resurrected, who did he 

appear to first? 

게바(고전15:5) 

Cephas (1 Cor. 15:5) 

34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이란 말씀이 나오는 

책은? 

Which epistle does Paul mention, “But I will stay in Ephesus until 

Pentecost,” 

고전(16:8) 

1 Corinthians (16:8) 

35 

 

고린도전서 16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닌 것은?[06] 

 ①디모데  ②아볼로  ③스데바나  ④그리스보 

Which of the following person does not appear in 1 Cor. 16? 

1) Timothy; 2) Apollos; 3) Stephanas; 4) Crispus 

④(고전1:14) 

(1 Cor. 1:14) 

36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가 나오는 책은? 

Which of book in the Bible mentioned, “Be watchful,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men, be strong.” 

고전(16:13) 

1 Corinthians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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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 
고린도 후서를 보낸 사람은? 

Who wrote and delivered the 2 Corinthians? 

바울, 디모데 

Paul, Timothy 

2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What was the reason for Paul’s delay in visiting the church of 

Corinth? 

고린도 교인을 아끼기 때문에(고후1:23) 

To spare them (2 Cor. 1:23) 

3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In 2 Cor., what must a sant do in order not to be deceived by Satan? 

용서(고후2:10-11) 

Forgive (2 Cor. 2:10-11) 

4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언급한 

장은? 

Where in 2 Cor., does Paul refers saints as “aroma of Christ”? 

고후2(:15) 

Chapter 2(:15) 

5 

 

“주는 (    )이시니 주의 (    )이/가 계신 곳에는 

(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가는 말은? 

Now the Lord	  is the (    ), and where the (    ) of the Lord is, there 

is (    ).” 

영, 영, 자유가(고후3:17) 

Spirit, Spirit, Freedom (2 Cor. 3:17) 

6 

 

그리스도인이 됨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으로 설명하는 서신은? 

Which epistle does Paul mention that as saints light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고후(4:6) 

2 Corinthians (4:6) 

7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가 나오는 

책은? 

Which book in the NT is the following from: “For the things that are 

seen are transient, but the things that are unseen are eternal.” 

고후(4:18) 

2 Corinthians (4:18) 

8 

 

 

고린도후서의 단락 중 바울의 개인적인 고생담을 다루는 단락이 

아닌 것은? 

 ①4장 8~11절  ②5장 1~5절  ③6장 4~10절  ④11장 23~33절 

Which of the following paragraph from 2 Cor. does not deal with 

Paul’s own sufferings? 

1) 4:8-11; 2) 5:1-5; 3) 6:4-10; 4) 11:23-33 

② 

 

 

9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가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장, 절은? 

Which chapter and verse in 2 Cor. is the follwing from: “For in this 

tent we groan, longing to put on our heavenly dwelling,” 

고후5:2 

5:2 

10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언급한 장, 절은? 

Which chapter/verse in 2. Cor. does Paul speaks of Christian as 

“new creation”? 

5:17 

 

11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가질 직책은 무엇인가? 

What is ministry that God gave the church through Christ? 

화목하게 하는 직책(고후5:18) 

Ministry of reconcilation (2 Cor. 5:18) 

1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What does godly grief result in?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함(고후7:10) 

Produces reptenence hat leads to 

salvation with no regret (2 Cor. 7:10) 

13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망을 이루게 함(고후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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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worldly grief” produce? Death (2 Cor. 7:10) 

14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하게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①부족한 것을 보충함         ②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 

 ③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려함  ④서로 균등하게 하려함 

In 2 Cor. chapter 8, what is NOT Paul’s reason for encouraging 

church offerings? 

1) To fill the need; 2) To prove the earnestness of love; 3) To receive 

rewards from heaven; 4) To be fair among them 

③ 

 

 

 

15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연보에 대해 언급하는 장은? 

In 2 Cor., which chapter does Paul mentions of church offering? 

8-9장 

Chapters 8-9 

16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는 말씀이 나오는 책은? 

Which book is the following from: “For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of the flesh but have divine power to destroy strongholds.” 

고후(10:4) 

2 Corinthians (10:4) 

17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가리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대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장은? 

고후10(:10) 

 

 

18 

 

바울은 자신을 한 중매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중매인인가? 

Paul expressed himself as what kind of middleman? 

처녀(성도)와 신랑(주님)을 맺어주는 

중매인(고후11:2) 

To bring together the virgin (Church and 

the groom (Jesus Christ) – 2 Cor. 11:2 

19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기록한 

고린도후서의 장은? 

Which chapter in 2 Cor. does Paul lists of his suffering in detail? 

11(:23-33) 

Chapter 11:23-33 

20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언급하는 

장은? 

고후12(:2) 

 

21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주장하는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22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몇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갈 

것을 언급하는가? 

In 2 Cor. chapter 13, how many visit is his next return to the church 

of Corinth?   

세 번째(고후13:1) 

Third (2 Cor. 13:1)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장, 

절은? 

Which chapter/verse in 2 Cor. is the following from: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고후13:13 

2 Cor.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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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GALATIANS 

 

1 

바울이 예수교로 전향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온 곳은? 

After the conversion Paul traveled to Arabia and then returned to 

where? 

다메섹(갈1:17) 

Damascus (Gal. 1:17) 

2 
바울이 예수교로 전향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류한 기간은? 

After his conversion, how long did Paul stay in Jerusalem? 

15일(갈1:18) 

15 days (Gal. 1:18) 

3 

 

 

갈라디아서에서 “십사 년 후에 내가 (      )과/와 함께 

(      )를/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가는 단어는? 

“Then after fourteen years I went up again to Jerusalem with (    ), 

taking (    ) along with me.” 

바나바/디도(갈2:1) 

Barnabas, Titus 

 

 

4 
일부러 바울이 할례를 행치 않은 사람은? 

Who was the person that was not forced to get circumcised? 

디도(갈2:3) 

Titus (Gal. 2:3) 

5 
바울은 어떠한 사도가 되었는가? 

Paul became an apostle to the who? 

이방인의 사도(갈2:8) 

Gentiles (Gal. 2:8) 

6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는 사람은? 

Who are considered the pillars of church of Jerusalem? 

야고보, 게바, 요한(갈2:9) 

James, Cephas and John (Gal. 2:9) 

7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     )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But the Scripture imprisoned everything under (    ),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죄(갈3:22) 

Sin (Gal. 3:22) 

 

 

8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라고 말한 

서신은? 

Which of the Paul’s epistles does Paul refers the law as our past 

guardian? 

갈(3:24) 

Galatians (3:24) 

 

9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According to the “epistle of Galatians,” what is the role of law?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갈3:24)  

So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trough Christ (Gal. 3:24) 

10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와 사라의 비유가 나오는 장은? 

Which chapter in Galatians has the example of Hagar and Sarah? 

4장 

Chapter 4 

11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서신은? 

Which of Paul’s epistles mention of the word “elementary 

principles”? 

갈(4:9), 골(2:20) 

Galatians (4:9); Colossians (2:20) 

12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으리만큼" 바울을 사랑한 교회는? 

Which church loved Paul, as he would express, they would have 

“gouged out your eyes and given them to me”? 

갈라디아 교회(갈4:15) 

Galatians Church (Gal. 4:15) 

13 
갈라디아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What inhibits the growth/maturity of Galatians church? 

유대주의(3장,4장) 

Judaism (Gal. chapte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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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너희가 만일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는가? 

In Galatians, Paul said “doing what” the Christ will be no advantage 

to them? 

할례를 받으면(갈5:2) 

Accept circumcision (Gal. 5:2) 

1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       )으로써 역사하는 (      ) 뿐이니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가는 말은?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but only (    ) working through (    ).” 

사랑/믿음(갈5:6) 

Faith, Love (Gal. 5:6) 

 

 

16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의 의미는? 

What is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mean? 

 

거짓 교리가 온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갈5:9) 

False doctrine brings bad influence to the 

whole church (Gal. 5:9) 

 

17 

만일 서로 '무엇을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는가? 

Paul says by doing what to each other, be careful not to be 

consumed by one another? 

물고 먹으면(갈5:15) 

Bite and devour (Gal. 5:15) 

18 
성령을 좇으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는가? 

By walking in the Spirit, what do we not gratify? 

육체의 욕심을(갈5:16) 

Desires of the flesh (5:16) 

19 

 

성령의 9가지 열매는? 

What are 9 friu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갈5:22-23)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Gal. 5:22-23) 

20 

 

 

 

 

갈라디아서에서 장과 구절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3장 -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②4장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③5장 -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④6장 -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nnect properly? 

1) Chapter 3 – O foolish Galatinas! 

2) Chapter 4 - Bu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3) Chaptere 5 -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4) Chapter 6 -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walk by the Spirit. 

④ 

 

① 3:1 

② 4:4 

③ 5:1 

④ 5:25 

21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      )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walk by the (    ).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성령(갈5:25-26) 

Spirit (Gal. 5:25-26) 

 

22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언급한 장, 절은? 

What chapter/verse in Galatians Paul mentions of “law of Christ”? 

갈6:2 

Chapter 6:2 

23 

 

바울은 이것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갈6:14) 

Cross of Jesus Christ (Gal.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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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said he has nothing to boast about except what?  

24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한 사람은? 

Who said on his body he bears the marks of Jesus? 

바울(갈6:17) 

Paul (Gal. 6:17) 

25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가? 

How many chapters are in Galatians? 

(6장) 

6 chapters 

 

 

 

 

 

<에베소서>  

EPHESIANS 

 

1 옥중서신은? What epistles were written while in prison?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Philemon 

2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선택 시기는? Who chose the follower 

of Christ like as stated in the epistle of Ephesians? 

창세이전(엡1:4)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ph.1:4) 

3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것은? What is the emphasis of epistle of 

Ephesians? 

교회의 통일성(엡1:15-23) Unity of Church 

(Eph.1:15-23) 

4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이라고 말한 서신은? Which 

book states that the church should be the full expression of Christ, 

who himself fills everything? 

엡(1:23) Ephesians (1:23) 

5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한 말로 “그는 (      )으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Paul reminds the Ephesians of the reality of personal sin. “And you 

were dead in the (    ) and (    )” What are the words that goes 

inside the parenthesis as it states in Ephesians 1:2? 

 

허물과 죄 

trespasses and sins 

 

6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What is God's gift mentioned in Ephesians?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엡2:8-10) Gift of Salvation through Faith 

(Eph. 2:8-10) 

7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는 까닭은? 

In regards to salvation, there are no credits for a man to boast about 

because?  

믿음의 법에 의해서(엡2:8-9) Due to the 

Law of faith (Eph. 2:8-9) 

8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How did the Israelites and the Gentiles get closer?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엡2:12-13)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Eph. 

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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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으로서 막힌 담을 허신 분임을 

강조하는 책은? Which book states that Christ, 'Our peace' has 

destroyed the barriers people built between themselves? 

엡(2:14) Ephesians (2:14) 

 

10 

 

 

“그는 우리의 (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     )로/으로 허시고....” 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or he himself is our (    ), who has made us both 

one and has broken down in his (    )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화평/육체(엡2:14) 

Peace/ Flesh (Eph. 2:14-15) 

 

11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누구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는가? 

In Ephesisans 2:20 Paul is telling the church to build on the 

foundation of whom?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Apostles and Prophets 

12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열한 장은? In Ephesians, where is 

the Gift of the Spirit listed? 
엡4(:11) Ephesians 4(:11) 

13 

 

믿는 자가 벗고 입어야 할 것은? 

A believer should take off and wear what?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것 

(엡4:22-24) Put off your old self and put 

on the new self (Eph. 4:22-24) 

14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가 

나오는 에베소서의 장은? 

In what verse in Ephesians does it say "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엡4(:26) 

Ephesians 4(:26) 

15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는가? In Ephesians chapter 

5, Paul tells the Ephesian church, as dearly loved children we should 

be imitators of whom? 

하나님(엡5:1) 

God (Eph. 5:1) 

16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떠하라고 했는가? 

Do not be foolish, but only do?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엡5:17) 

Understand the Lord's will (Eph. 5:17) 

17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We shouldn't be 

drunk but be filled with? 

성령의 충만(엡5:18) 

Filled with the Spirit (Eph. 5:18) 

18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관한 권면이 나오는 

서신은? Where does it s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parents and children, and masters and slaves? 

엡(5:22-6:9),골(3:18-4:1) 

Ephisians (5:22-69), Colosians (3:18-4:1) 

19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오는 약속은? 

What is the promise that is given to those who honor their parents?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엡6:1-3) 

Things go well and long life on earth (Eph.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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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했는가? 

What does the Bible tell you to wear in order to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하나님의 전신갑주(엡6:11) 

The armor of God (Eph. 6:11) 

21 
바울의 매임 당한 일이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Through Paul's 

captivity, what impact did it have on the believers? 

담대하게 만들었음(엡6:20) 

Made them bold (Eph. 6:20) 

 

 

 

 

 

<빌립보서>  

PHILIPPIANS 

 

1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What is the dominant 

theme in Philippians? 

기쁨에 대한 이야기 

Joy 

2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in the hearts of 

the Philippian believers? 

예수 그리스도(빌1:6) 

Jesus Christ (Philp.1:6) 

3 
자기를 괴롭히는 전도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What is Paul's 

attitude towards the evangelists who torments him? 

관대하게 생각함(빌1:12) 

Thinks tolerantly (Philp.1:12) 

4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Which Chapter/verse states,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빌(1:21) 

(Philp.1:21) 

5 

 

 

‘그는 근본 하나님의 (    )시나 (     )와/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Who, though he was in the (    )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    ) a thing to be grasped, 

본체/하나님(빌2:6) 

Form/God (Philp. 2:6) 

 

6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을 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 

빌립보서의 장은? Which chapter/verse in Philippinas God praises 

Christ because of his obedience in dying on the cross, and Go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2(:6-11) 

Chapter 2:(6-11) 

 

7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사람은? 

In Philippians, whom did Paul say this to? “my brother and fellow 

worker and fellow soldier, and your messenger and minister to my 

need,” 

 

 

 

에바브로디도(빌2:25) 

Epaphroditus (Philp. 2:25) 

8 바울의 동역자 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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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Who was Paul's fellow worker that was ill and near death, 

but by God's mercy that his life was spared?  

Epaphroditus (Philp. 2:27) 

9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citizenship 

for Christians? 

하늘나라에(빌3:20) 

Heaven (Philp. 3:20) 

10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Who was Euodia and 

Syntyche? 

바울에게 권고를 받은자(빌4:2) 

Whom were counseled by Paul (Philp. 4:2) 

11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What is the Major theme of Philippians?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4:4) Rejoice in the 

Lord (Philp. 4:4) 

12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     )에 

뛰어난 하나님의 (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    )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    ) to God. And the (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간구/지각/평강(빌4:6-7) 

supplication / made known / Peace (Philp. 

4:6-7) 

 

13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특별히 한 일은? What did 

Philippians do particularly for Paul? 

쓸 것을 보내 줌(빌4:15-16) Gave what 

Paul needed (Philp. 4:15-16) 

14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물질적 원조를 한 교회는? When Paul 

set out from Macedonia, which church financially supported Paul? 

빌립보 교회(빌4:10-18) 

Philippian church (Philp. 4:10-18) 

15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위해 쓸 것을 보내 주었는가? 

Through whom did the Philippian church give Paul what he needed? 

 

에바브로디도(빌4:18) 

Epaphroditus (Philp. 4:18) 

 

 

 

 

 

<골로새서>  

COLOSSIANS 

 

1 골로새서는 총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in Colossians? 
4장  

4 Chapters 

2 골로새서를 보내는 사람은? Who were sent to Colosse? 바울,디모데 Paul, Timothy 

3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What was Paul's prayer for the Colossian church? 

 

 

 

That they might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God’s will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that they would bear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Col. 1:9-12)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를(골1:9-12) 

4 그리스도와 만물과의 관계는?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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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hrist's relation to creation?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심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심 

(골1:15-19)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He was there before creation 

He is the head of creation 

(Col.1:15-19) 

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     )이시오 모든 (     )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에 차례로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 in order: "He is the (    )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    )" 

형상/피조물(골1:15) 

Image/Creation (Col. 1:15) 

6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보화는? 

What is God's hidden treasure, namely in Christ?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골2:2-3) 

Hidden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Col. 2:2-3) 

7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은 장사한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Symbolizing the death and the burial of our sinful old 

way of life, followed by resurrection to new life in Christ through 

faith. What is this process called? 

세례 받는 일(골2:12) 

Baptism (Col. 2:12) 

8 

 

성도가 입어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은? 

As we clothes ourselves with virtue, what is the garment we 

Christians must wear and must take-off? 

입어야 할 것: 거룩한 사랑 

벗어야 할 것: 부끄러운 말(골3:5-14) 

Must wear: Holy Love 

Must take-off: Shameful words (Col. 

3:5-14) 

9 

“이 모든 것 위에 (     )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And above all these put on (    ), which binds everything together 

in perfect harmony.” 

사랑(골3:14) 

Love (Col. 3:14) 

10 

 

골로새서의 작별인사 중에서 언급되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은 누구인가? Who is the person mentioned in 

Colossians in final greeting referred to as "a faithful minister and 

fellow servant of the Lord"? 

두기고(골4:7) 

Tychicus (Col. 4:7) 

11 
‘오네시모’가 속한 교회는? 

What church is “Onesimus” part of? 

골로새 교회(골4:9) 

Colossians church (Col. 4:9) 

12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Who was “Aristarchus”? 

바울의 동역자(골4:10) 

Pauls fellow worker (Col. 4:10) 

Accompanied Paul 

13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What is the emphasis/theme of Colossians?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충만하심 

Christ is God and his abundance/fu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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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1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What is the emphasis of 1 Thessalonians? 

재림과 성도의 부활 

Christ’s return and resurrection for 

Christians 

2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Remembering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in this passage, who is "We" referred 

to as? 

데살로니가교인(살전1:3) 

Church of Thessalonica (1Th.1:3) 

3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     )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서 

괄호안에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 in the following verse: “And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for you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the joy of the (    ),” 

성령(살전1:6) 

Holy Spirit (1Th.1:6) 

4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신자의 본이 됐을 뿐 더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는? Their faith in God has become known 

everywhere. Which church became a model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Achaia?  

데살로니가 교회(살전1:7-8) 

Thessalonians church (1Th.1:7-8) 

5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What made Paul to 

spread the Gospel in Thessalonica? 

빌립보에서 핍박 받은 후(살전2:2) 

After he has been (persecuted) insulated in 

Philippi (1Th. 2:2) 

 

6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      )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      )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passage from 1 Thessalonians. " But since we 

were torn away from (    ), brothers, for a short time, in person not 

in heart, we endeavored the more eagerly and with great desire to 

see you (    ) to face,” 

얼굴/얼굴(살전2:17) 

You/Face (1Th. 2:17) 

7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     )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는 말씀에서 괄호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passage from 1 Thessalonians. "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    ) 

of boasting before our Lord Jesus at his coming? Is it not you?” 

면류관(살전2:19) 

Crown (1Th. 2:19) 

 

8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일행이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람은? In 1 Thessalonians, when Paul's 

company was left in Athens, who was sent to Thessalonians 

church? 

디모데(살전3:1-2) 

Timothy (1Th. 3:1-2) 

9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당시 바울 일행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According to 1 

Thessalonians, where were Paul and the company staying when 

Paul sent Timothy to the Thessalonians church? 

아덴 

Eden 

10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In 1 Thessalonians 4, what is God’s will Paul is referring 

to? 

거룩함(살전4:3) 

Being sanctified/made holy (1Th.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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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의 

중심 주제는? What theme is Paul referring to in 1 Thessalonians 4 

13-18? 

예수님의 재림 

Christ's second coming 

12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at is the passage that states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살전4:17 

1Th. 4:17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1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며 

재림하실 때에 형벌을 받을 자는 누구누구입니까? To whom will the 

Lord Jesus judge when he reveals himself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살후1:8)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2Th.1:8) 

2 

 

데살로니가 후서에 재림 문제에 대하여 권고한 말은? 

What is 2 Thessalonians advising regarding the second coming of 

Jesus? 

재림을 대망하면서 세상일도 등한시 말라. 

(살후2:2) 

Be ambitious of the day of his coming but 

don’t neglect your worldly duties (2Th. 2:2) 

3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한 것은? In 2 

Thessalonians who is this lawlessness that is referring to before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tichrist (2Th. 2:8-9) 

적그리스도(살후2:8-9)  

4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한 곳은? In what passage Paul tells the 

Thessalonians church to "stand firm and hold to the traditions that 

you were taught by us, either by our spoken word or by our letter"? 

2 Thesalonians 2:15 

살후2:15 

 

5 

 

 

“아무에게서든지 (     )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 nor did we eat 

anyone's (    ) without paying for it, but with toil and labor we 

worked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음식(살후3:8) 

Bread (2Th. 3:8) 

 

6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는 말씀이 쓰여 

진 서신과 장은? Which passage states, "If anyone is not willing to 

work, let him not eat.” 

살후3(:10) 

2 Thesalonian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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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1 TIMOTHY 

 

1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장 수를 차례대로 말한 것은? In the 

order, how many chapters does 1 Timothy have? 2 Timothy? 

6장, 4장 

6 Chapters, 4 Chapters 

2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As Paul 

was traveling to Macedonia, he urged Timothly to stay where? 

Ephesus(1Tim. 1:3) 

에베소(딤전1:3) 

3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음에 오는 말은? 

Finish the passage/verse: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      ).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1:15) 

of whom I am the foremost (2 Tim.1:15) 

4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언급한 기도의 형태는? In 1Timothy 

2:1 Paul urges what kind of form of prayer? 

간구, 기도, 도고, 감사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thanksgiving 

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가? What does God want people to come to know and be 

saved? 

진리(딤전2:4) 

Knowledge of the truth (1Tim. 2:4) 

6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하는 

곳은? Where does it state that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Jesus Christ? 

딤전2:5 

1Timothy 2:5 

7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는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What is it mean, “he may become puffed up with conceit and fall 

into the condemnation of the devil.” 
 

마귀의 천계 타락의 죄목이 교만임을 

죄의 근본이 교만임을 

마귀는 교만의 죄를 범하기를 좋아함을 

교만은 마귀의 무리에 빠지는 것임을( 1 

Tim. 3:6) 

Devil’s orginal divine sin was pride 

Essence of sin is pride 

Devil likes to commit the sin of pride 

Being prideful is a sure way to fall into the 

devil’s scheme. ( 1 Tim. 3:6) 

8 

 

 

 

 

 

장로(감독)의 자격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What are the guidelines and/or standard of excellence/virtues must 

an elder (or an overseer) possess?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 

자 (딤전3:2-12) 

Above reproach, husband of one wife (or 

husband), sober-mindes, self-controlled, 

respectable, hospitable, able to teach, not 

a drunkard, gentle, not violent or 

quarrelsome, not a lover of money (1 Tim.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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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사의 자격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What standard of excellence/virtue must a deacon possess? 

 

Dignified, not double-tongued, not 

indulge on wine, not greedy for dishonest 

gain, must hold the mystery of the faith 

with clear conscience, husband of one 

wife (or husband) (1Tim. 3:8-12) 

10 

 

다음 중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이 아닌 것은? From the 

following, which is NOT part of the role/duty in the body of Christ 

(church) according 1 Timothy? 

① 집사 Deacon ②장로 Elder ③목사 Pastor  ④ 감독 Overseer 

③(엡4:11) 

(Eph. 4:11) 

11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     )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는 말씀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1 Timothy: "He	  was manifested in the flesh, 

vindicated	  by the Spirit,” 

영(딤전3:16) 

Spirit (1Tim. 3:16) 

12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으로 

말한 것은 무엇인가? In 1Timothy, Paul warns about false teachers 

and says to receive with thanksgiving by those who believe and 

know the truth?  

음식물(딤전4:3) 

Certain food (1Tim. 4:3) 

13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     )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 of the following from 1Timonthy:  "Have nothing to do 

with irreverent, silly myths. Rather train yourself for (    );” 
 

경건(딤전4:7) 

godliness (1Tim. 4:7) 

14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한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What are 5 examples Paul told Timothy to set an example 

to the believers?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딤전4:12)  

Speech, conduct, love, faith, purity (1Tim. 

4:12) 

15 

디모데전서에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여인의 나이는 몇 세인가? 

According to 1Timothy, what is the age qualification to be on the list 

of window? 

60세(딤전5:9) 

60years old (1Tim. 5:9) 

16 

 

“(     )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of the following 

verse from 1 Timothy: "For the love of (   )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돈(딤전6:10) 

Money (1Tim. 6:10) 

17 

 

하나님의 사람이 좇을 6가지는? What are 6 things a man/woman of 

God should pursue?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딤전6:11)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steadfastness, and gentleness (1Tim. 

6:11) 

18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서신은? Which epistle mentions of 

Pontius Pilate? 

딤전(6:13) 

1Timothy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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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2 TIMOTHY 

 

1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는 누구인가? 

Who were Timothy's mother and grandmother? 

외조모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이다. 

(딤후1:5) Grandmother Lois, Mother 

Eunice (2Tim. 1:5) 

2 
바울이 사도되는 권위를 내 세우는 이유는? What is the reason for 

Paul ascertaining his apostolic authority? 

복음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딤후1:11) 

To protect the authority of the Gospel 

(2Tim. 1:11) 

3 '부겔로'는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person was 'Phygelus'? 
바울을 떠난 자(딤후1:15) 

One who deserted Paul (2Tim.1:15) 

4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섬긴 곳은? Where did “Onesiphorus” serve? 
로마(딤후1:16-18) 

Rome(2Tim. 1:16-18) 

5 후메내오와 빌레도는? Who were Heremogenes and Phygelus?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딤후2:17) 

People who bothered Paul (2Tim. 2:17) 

6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해 언급한 곳은? Where does it 

say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딤후3:16 

2Timothy 3:16 

7 

바울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한 말씀이 있는 서신은? 

In what book/chapter does Paul talk about the Godlessness In Last 

days? 

딤후3장 

2Timothy Chapter 3 

 

 

8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      )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I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    ):” 

나라(딤후4:1) 

Kingdom (2Tim. 4:1) 

9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한 사람은? 

During the last years in the Roman prison, whom did Paul ask to 

come quickly to him? 

디모데(딤후4:9) 

Timothy (2Tim. 4:9) 

10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져버린 사람은? Who deserted Paul 

becaue he loved the world too much? 

데마(딤후4:10) 

Demas (2Tim. 4:10) 

11 
바울이 책들과 외투를 위탁한 집은? At whose place did Paul leave 

his scrolls and cloak? 

가보(딤후4:13)  

Carpus(2Tim.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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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TITUS 

 

12 

장로가 된 사람은 남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음을 말한 사람은?  

Who was the one instructed the elders that they have a responsibility 

to teach others? 

바울(딛1:5-9) 

Paul (Tit.1:5-9) 

13 
'그레데'에 남아서 봉사한 사람은? Who was the person that stayed 

in 'Crete' to serve? 

디도(딛1:5) 

Titus (Tit.1:5) 

14 
바울이 디도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디도가 있었던 곳은? Where was 

Titus staying when Paul sent a letter to him? 

그레데(딛1:5) 

Crete(Tit.1:5) 

15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은 

교회의 어떤 직분을 세우는데 필요한 권면인가? In Titus, what role is 

“as God's steward, must be above reproach. He must not be 

arrogant or quick-tempered or a drunkard or violent or greedy for 

gain,”? 

감독(딛1:7) 

Overseer(Tit.1:7) 

 

16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은?  

What kind of people was 'Cretans'? 

거짓말쟁이, 악한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딛1:12) liars, evil beasts, lazy 

gluttons (Tit.1:12) 

17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      )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는 

디도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a 

passage from Titus "They profess to know God, but they deny him 

by their (    ). They are detestable, disobedient, unfit for any good 

work.” 

행위(딛1:16) 

Works (Tit. 1:16) 

18 

 

 

디도서에서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는 권면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In Titus,to whom is he saying the 

following to: " not pilfering, but showing all good faith, so that in 

everything they may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종(딛2:9-10) 

Slaves (Tit. 2:9-10) 

 

19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뜻은 무엇인가? 

Christ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what?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려 하심.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심.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딛2:14) 

From all the wickedness, to purify, to do 

what is good Tit. 2:14 

2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가 나오는 

책은? 

Which book says, “As for a person who stirs up division, after 

warning him once and then twice”? 

딛(3:10) 

Titu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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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디도서에서 바울이 겨울을 지나기로 작정한 곳은? 

In Titus, where did Paul decide to spend his winter? 

니고볼리(딛3:12) 

Nicopolis (Tit. 3:12) 

22 

 

 

이단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Whats the right action/attitude for the follower of Christ?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어리석은 

분쟁은 피할 것, 한두 번 훈계한 뒤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할 

것(마24:4,딛3:9-10) avoid foolish 

controversies. after warning a divisive 

person twice, have nothing to do with him 

(Matt24:4,Tit. 3:9-10) 

23 디도서의 마지막 장은? What is the Last Chapter in Titus? 3장 Chapter 3 

 

 

 

 

 

<빌레몬서>  

PHILEMON 

 

1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For I have derived much joy and comfort from 

your love," who is 'Your' referring to? 

빌레몬(몬1:7) 

Philemon (Phm. 1:7) 

2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천거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What is the reason Paul recommended 'Onesimus' to Philemon? 

오네시모는 복음의 역군이기 때문에 

(몬1:11) Onesimus was a soldier for the 

Gospel (Phm. 1:11) 

3 
바울이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권면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this 

person that Paul tells Philemon that hes become useful? 

오네시모(몬1:11-12) 

Onesimus (Phm. 1:11-12) 

4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일을 하면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What did Paul tell Philemonto do if Onesimus does any 

wrong or owe him anything? 

내게 회계하라.(몬1:18) 

To charge it to him (Paul)  Phm. 1:18 

5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하면서 저를 용서라” 

하고 말할 때 저는 누구인가? Pauls says to Philemon " If he has 

done you any wrong or owes you anything, charge it to me" Who is 

Paul referring to? 

오네시모(몬1:18) 

Onesimus (Phm.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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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     )할 줄을 아노라’는 빌레몬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 th lettr to Philemon. "Confident of 

your obedience, I write to you, knowing that you will do even more 

than I say.” 

행(몬1:21) 

will do (Phm. 1:21) 

7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고 기록하는가? In 

Philemon, who was Paul's fellow prisoner? 

에바브라(몬1:23) 

Epaphras (Phm.1:23) 

8 '빌레몬서'의 내용은? What is the content of "Philemon"? 
오네시모를 성도로 받으라. To accept 

Onesimus as a brother in faith. 

9 빌레몬서의 마지막 장은? The last chapter in Philemon is? 1장 Chapter 1 

 

 

 

 

 

<히브리서> 

HEBREWS 

 

1 
히브리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How many chapters do 

Hebrews consist of? 
13장  13 Chapters 

2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According to Hebrews Chapter 1 verses 

1-2, through who does God spoke/gave His word to us? 

아들 

His Son  

3 
예수께서 천사보다 우월함을 밝히는 서신은? In which Book does it 

states that Christ is greater than the angels? 

히브리서1장  

Hebrews Chapter 1 

4 

하나님이 옛적에는 누구로, 말세에는 누구로 말씀하셨는가? In the 

past God spoke through who, but in the last days he spoke through 

who? 

선지자-아들(히1:1-2) 

Prophet, his Son (Heb. 1:1-2) 

5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는가? 

IHebrews Chapter 1, states that Jesus is superior than who? 

천사(히1:4) 

angels (Heb. 1:4) 

6 

 

오직 우리가 (     )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Fill in the Blank: "But we see him who for a little while was made 

lower than the (    ), namely Jesus,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천사(히2:9) 

angels (Heb.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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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     )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Because he himself has suffered when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   )" 

시험받는 자들(히2:18) 

tempted (Heb. 2:18) 

8 

 

‘우리가 믿는 도리의 (     )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passage from Hebrews: "Therefore, holy 

broth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consider Jssus, the 

(   )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사도(히3:1) 

Apostle (Heb3:1) 

9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인가? Who is the 

one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the builder of all 

things”?  

하나님(히3:4) 

God (Heb. 3:4) 

10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존귀함은 무엇 때문인가? 

What the reason why Christ is more worthy than Moses?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에 

(히3:5-6) Moses was a servant in God's 

house, Christ is the owner and son of 

God's house (Heb. 3:5-6) 

11 

 

 

“만일 (     )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a passage from Hewbrews: " 

For if (  ) had given them rest, God would not have spoken of 

another day later on.” 

여호수아(히4:8) 

Joshua (Heb. 4:8)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     )과 (     )과 및 (     )과 (     )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4:12)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   ) and (   ), of (   ) and (   ),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혼, 영, 관절, 골수 

Soul, Spirit, Joints, Marrow 

 

13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     )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passage from Hebrews: 

“Since then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   ), Jesus, the Son of God,” 

승천(히4:14) 

Heaves (Heb. 4:14) 

14 

 

히브리서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곳은? Where in Hebrews states that those who 

reject Christ, that there Is no other possible way of salvation? 

히6:6 

Hebrews 6:6 

15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In what book is the following verse from? "so that 

you may not be sluggish, but imitators of those who through faith 

and patience inherit the promises.” 

히브리서(6:12) 

Hebrews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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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가 반드시 너를 (     ) 주고 (     )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Surely I will (    ) you and multiply you.” 
복, 복(히6:14) 

Bless (Heb. 6:14) 

17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누구의 반차를 

좇았는가? According to Hebrews, Jesus has become the high priest 

following the order of who? 

멜기세덱(히6:20) 

Melchizedek (Heb. 6:20) 

18 
지극히 높은 제사장, 평강의 왕인 살렘왕은?  Who was the king of 

Salem and priset of God Most High? 

멜기세덱(히7:1-3) 

Melchizedek (Heb. 7:1-3) 

19 

 

“예수는 (     )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passage from Hebrews: "but he holds his priesthood 

permanently,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영원히(히7:24) 

Forever (Heb. 7:24) 

20 

 

히브리서 7장에서, 율법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In Hebrews chapter 7, who was appointed as 

the priest? 

아들(히7:28)  

Son (Heb. 7:28) 

21 

옛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가 나오는 히브리서의 장은? Which chapter 

in Hebrews talks about the new coveneant that is greater than the 

old? 

8장 

Chapter 8 

22 
새 언약이 기록된 곳은? Where is the new convenant 

inscribed/written in? 

마음에(히8:10) 

hearts (Heb. 8:10) 

23 

 

 

다음 중에서 히브리서 9장이 언급하는 성물 중 성소의 첫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From Hebrews chapter 9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from the first room? 

① 잔대 Lampstand  ②상 Table ③금향로 Golden altar of incense  

④진설병 Jar of manna 

② (지성소)(9:2-3) 

(Holy of Holies) (9:2-3) 

 

24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     )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Indeed, under the law almost everything is 

purifi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    )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피 흘림(히9:22) 

Shedding of blood (Heb. 9:22) 

25 
성소 중간에 친 휘장의 뜻은? What is the symbolism of the curtain in 

the middle of the temple? 

그리스도의 육체(히10:20) 

Christ’s body (Heb. 10:20) 

26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한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르는가? 1 Corinthians Chapter 13 is called the “Book of 

Love”. Then in Hebrews Chapter 11, is called the “Book of”? 

'믿음'장 

Faith 

27 

(     )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Now (    )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믿음(히11:1) 

Faith (Heb. 11:1) 

28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      )로/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씀(히11:3) 

word (Heb.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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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passage from Hebrews: "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    ) of God,” 

29 

 

내 아들아 (     )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My son, do not regard lightly the (    ), nor be 

weary when reproved by him.” 

주의 징계하심(히12:5) 

Discipline of the Lord (Heb. 12:5) 

30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 서신은? Which epistle is the following from?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13:8) 

Hebrews 13:8 

31 '히브리서'의 저자는? Who wrote the book of "Hebrews"? 
모름(미상) 

Don't know (unknown) 

 

 

 

 

 

<야고보서>  

JAMES 

 

1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인가? Who wrote the book 

of James and who was it for?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약1:1) 

'James' wrote to the twelve scattered 

tribes (Jas. 1:1)  

2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Praying with doub is like?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다. 

(약1:6)  a wave of the sea (Jas. 1:6) 

3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가 나오는 책, 장은? What 

book/chpater states, “	  Let the lowly brother boast in his exaltation,” 
약1(:9) 

James chapter1 (:9) 

4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Why is one tempted? 
자기 욕심에 끌려서(약1:14) by his own 

desire (Jas. 1:14) 

5 

욕심을 가지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If you 

have greed, it gives birth to sin, and when that sin is full-grown, 

what happens? 

사망을 낳는다.(약1:15) 

gives birth to death (Jas. 1:15) 

6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Which epistl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adow due to change.” 

야고보서(1:17) 

James 1:17 

 

7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가? A man's '----'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화를 내는 것이(약1:20) 

Anger (Ja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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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경에 기록한 최고의 법은? What is recorded as the Supreme/royal 

law in the Bible?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약2:8)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Jas. 2:8) 

9 

'야고보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 

According the book of James, Abraham is considered righteous for 

what? 

믿고 행함으로(약2:21) 

Believed and acted accordingly (Jas. 2:21) 

10 
야고보서에 의하면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는가? 

According to the book of James, what makes ones faith complete? 

행함으로(약2:22) 

Works (action) (Jas. 2:22) 

11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가? Faith not accompanied by works is? 
죽은 것이다.(약2:17,26) 

Dead (Jas. 2:17,26) 

12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What is a perfect man 

according to the book of James?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약3:2) 

Who does not stumble on what he says 

(Jas. 3:2) 

13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혀를 무엇에 비유를 했는가? In the Book of 

James a person's tongue is compared to what? 

배의 키와 불(약3:4-6) Ship's rudder and 

fire (Jas. 3:4-6) 

14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What is one thing a man that cannot tame? 

사람의 혀(약3:8) 

Tongue(Jas. 3:8) 

15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The reason for not receiving when asking in prayer is because?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약4:3) ask with wrong motives, to spend 

spend it on passions (Jas. 4:3) 

16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when 

you resist the devil?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약4:7) 

Devil will flee from you (Jas. 4:7) 

17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책은? Which book is the following from? "So whoever knows 

the right thing to do and fails to do it, for him it is sin.” 

약(4:17) 

James (4:17) 

18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ere is this verse from? "let them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약5:14 

James5:14 

19 의인의 간구는 어떠한가?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역사하는 힘이 많다.(약5:16) Powerful and 

effective (Jas. 5:16) 

20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According 

to James, Elijah prayed earnestly for no rain. How many years did it 

not rain? 

삼년 육개월(약5:17) 

3 ½ years (Jas. 5:17) 

21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회개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if you turn the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약5:20) will save his soul from 



	   70	  

death and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Jas. 5:20) 

22 '야고보서'의 주제는? What is the theme of book of James?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Faith 

coupled in action is a living faith. 

23 
야고보서는 총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there In the book 

of James? 
5장 5 Chapters 

 

 

 

 

 

<베드로전서> 

1 PETER 

 

1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What is the outcome of faith? 
구원을 받게 된다.(벧전1:9) 

alvation of your soul (Pet. 1:9) 

2 

 

우리가 죽어 없어질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닌' 무엇으로 구속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It was not silver or gold that redeemed us from this perishable world. 

So by what can we be redeemed from this perishable world?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벧전1:18-19) By Believing in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1Pet.1:18-19) 

3 

 

 

‘갓 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가 나오는 

서신은? Where is this verse from? "Like newborn infants, long for the 

pure spiritual milk,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to salvation—“ 

벧전(2:2) 

1Peter 2:2 

4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은? What 

chapter talks about the “precious living stone”? 

벧전2(:4) 

1Peter 2(:4) 

5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     )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that you may proclaim 

the (    )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덕(벧전2:9) 

excellencies (1 Pet. 2:9) 

 

 

 

6 

 

성도 신분의 특권에 대한 설명은?  

Explain the privileges that the Follower of Christ has?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belonging to God (1Pet. 2:9) 

7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는? 

Why should a husband be considerate of his wife?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벧전3:7)  Heirs with together of 

gracious gift of life. (1Pe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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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에 있는 영들”이 언급된 곳은? Where is the following from? "in 

which	  he went and proclaimed	  to the spirits in prison,” 
벧전3:19 

1Peter 3:19 

9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벧전4:8 

1Peter 4:8 

10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각각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What will God to the proud and what will God do to te humble?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벧전5:5) God will oppose the 

proud, give grace to the humble (1Pet. 5:5) 

11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Where is the following from? “casting all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벧전(5:7) 

1Peter 5:7 

 

 

 

 

 

<베드로후서>  

2 PETER 

 

1 
믿음 위에 더할 7가지는? 

What are the 7 things that must be added to your faith?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벧후1:6-7)  

goodness, knowledge, self-control, 

perseverance,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love (2Pet. 1:6-7) 

2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풀라고 했는가? 

How is phrophecy from the bible/scripture interpreted?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벧후1:20)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2 Pet. 

1:20) 

3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받는가? 

Hows does a prophet receive the prophets words? 

성령의 감동으로(벧후1:21)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2Pet. 

1:21) 

4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For no 

prophecy was ever produced by the will of man, but me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벧후1:21 

2Peter 1:21 

 

5 
‘범죄한 천사들’과 ‘지옥’이 언급된 곳은?  Where is mentioned of 

“sinned angeles” and “hell”? 

벧후2:4  

2Pete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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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서>  

1 JOHN 

 

1 
요한서신(요한일,이,삼서)의 저자는? Who wrote the epistle of Johns 

(1John, 2John, 3John)? 
사도요한 Apostle John 

2 
요한일서의 내용은 모두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there In 

the epistle of 1John? 

5장  

5Chapters 

3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구절은 어느 

서신을 시작하는 구절인가? 

In which epistle does it start of with the following verse? "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looked upon and have touched with our 

hands," 

요한일서 

1John 

 

4 
모든 죄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What purifies us from all sin? 

예수님의 피 십자가(요일1:7) 

Blood of Jesus (1Jn.1:7) 

5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Who claims to be without sin?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요일1:8) 

Someone who deceives oneself (1Jn. 1:8) 

6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What happens when we confess our sins?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요일1:9) 

He will fogive our sins (1Jn. 1:9) 

7 

 

 

요한 일서에서 나타난 대조적 표현들을 쓰라. 

Compare and Contrast the expressions in 1John. 

 

어두움과 빛(요일1:5) 

미워함과 사랑함(요일2:9,10) 

우상과 거짓 선지자(요일5:20,21) 

Darkness & Light (1Jn1:5) 

Hate & Love (1Jn. 2:9,10) 

Idols & False Prophets (1Jn5:20,2. 1) 

8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분은? Who Is the one 

who speaseks to the Father/God In our defense? 

예수님(요일2:1) 

Jesus (1Jn. 2:1) 

9 

 

이 세상이나 세상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Whats the cause if you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요일2:15)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1Jn. 2:15) 

10 

 

 

요일에서 나타난 올바른 경건한 생활은? What is the sign of living a 

godly life as it states in 1John? 

 

 

성도들과 기쁘게 교제하는 생활(요일1:3) 

죄를 범치 않으려 노력하는 생활(요일2:1)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생활(요일3:21,22) 

Joyfully fellowshiping with one another 

(1Jn.1:3)  

Desire to not sin (1Jn. 2:1) 

Answered prayers (1Jn. 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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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게 되는 유익은? 

What do we gain from fellowshipping with God? 

 

하나님의 사랑을 본 받게 됨(요일2:5),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됨(요일2:26)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게 됨(요일4:17~21) 

The Love of God can be seen (1Jn. 2:5) 

Does not fall into worldly temptations (1Jn. 

2:5) 

Saved from punishment on the judgement 

day (1Jn. 4:17-21)  

12 

 

요한1서에서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는가? 

In 1John, what kind of person is the anti-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동하는 

자(요일2:22) Man who denies that Jesus is 

the Christ. (1Jn. 2:22) 

13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Who is It that deni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적그리스도(요일2:22, 4:2) 

Antichrist (1Jn. 2:22,4:2) 

14 

요일에서 나타난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한 축복은? 

As it states in 1John, what is the promise made to the follower of 

Christ? 

영원한 생명(요일2:25)  

Eternal life(1Jn. 2:25) 

15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What is the description of being children of God? 

 

의를 행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요일2:28,3:7~9) 

Righteous, Seed of God remains (1Jn. 

2:28, 3:7-9) 

16 
요일에 기록된 가인의 악한 일은? 

What was Cains evil action as it is stated in 1John? 

아우를 죽임(요일3:12) 

Murdering his brother (1Jn. 3:12) 

17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     )과 (     )으로 

하자" (     )안에 알맞는 말은?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or talk but in (    ) and in (    ).” 

행함, 진실함(요일 3:18) 

Action, Truth (1Jn. 3:18) 

18 

 

 

 

 

요한1서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 설명하라. 

Explain the love that is protrayed in 1John.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요일4:7~10) 

Love comes from God 

God is Love 

Its not us who Loves but, it is God who 

loves us. (1Jn.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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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랑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라. 

Explain the kinds of love 

 

 

 

아가페 -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적, 초월적 사랑 

필리아 - 친구 또는 친족간에 사랑하는 

우정 또는 우의 

스톨게 -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적 사랑 

에로스 - 남녀간의 사랑 

Agape - The love that he has for sinners, 

divine, eternal love. 

Phileo – Friendship love 

Storge – Family love 

Eros – Between man and woman 

20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한 곳은? 

Where is it that defined “God is love”? 

요일4:8 

1John 4:8 

21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비결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하는가?  In order that God will 

abide in us, what must abide in? 

사랑(요일4:16) 

Love (1Jn. 4:16) 

22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     )..요일4:18 

(     )안에 알맞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1John 4:18 :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    )  

두려움을 내어 쫒나니 

Casts out fear 

23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로 옳은 것은? 

What ought to be the right attitude towards the love of God as the a 

believer?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함(요일5:3) 

Keep his commendments (1Jn. 5:3) 

24 

 

 

 

 

요한일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What is the work of the Spirit that is shown In 1John? 

 

 

 

 

기름 부어 주심, (요일2:20)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케 하심(요일3:24)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심(요일4:2~4) 

성령님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심(요일5:7,8) 

Anointing(1Jn. 2:20) 

Make known of his presence in us (1Jn. 

3:24) 

Assure us of our faith in him; overcome the 

world (1Jn. 4:3-4)  

25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가 나오는 책, 장은? Identify where the following verse is 

from: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요일5:7-8 

1John 5:7-8 

26 
성도의 생명(영생)은? 

What is the believer’s eternal life?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음(요일5:11~12) 

In the Son of God (1Jn. 5:11-12) 

27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아니하는] 죄”가 

언급된 곳은? 

Where the bible does It reference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요일5:16 

1John 5:16 



	   75	  

and "sin that leads to death'? 

28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끝맺는 서신은? In which epistle ends with "Dear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요한일서(5:21) 

1John (5:21) 

 

 

 

 

 

<요한이서>  

2 JOHN 

 

1 
요한이서의 내용은 모두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in 2 

John? 

1장 

1Chapter 

2 

성경66권에서 가장 작은 성경으로서, 단13절만으로 된 성경은?' Out 

of the 66 books in the Bible, which book consists only 13 verses, 

and Is known to be the shortest book in the bible? 

요한이서 

2John 

3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가 나오는 

곳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The children of your elect 

sister greet you.” 

요한이서1:13 

2John 1:13 

 

 

 

 

 

<요한삼서> 

3 JOHN 

 

1 
요한삼서의 내용은 모두 몇 장인가? How many chapters are in 3 

John? 

1장 

One Chapter 

2 

 

다음 중 요한삼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사람은? From the 

following, who does NOT appear in 3John? 

① 이오   Gaius  ②디오드레베  Diotrephes  ③데메드리오 Demetrius 

④디오누시오 Dionysius 

③ (행17:34) 

④  (Acts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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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  

JUDE 

 

1 유다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What is the Theme in epistle of Jude? 
이단과 정욕에 대한 경고 

Warning against false teachers & heresy 

2 
유다서를 쓰게 된 목적은? The purpose of the book of Jude was 

written?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1:3) 

To keep strong and fight the way of faith 

(Jude1:3) 

3 

 

유다서'의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Who wrote the book of Jude 

and the audience intended?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1:1) 

Jude, brother of James, to fellow believers 

(Jude1:1) 

4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툰 것은 무엇때문인가?  What was the  

arcangel Michael and the devil disputing about? 

모세의 시체(유1:9) 

Mose's body (Jude1:9) 

5 

 

 

유다서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의 종교적인 죄악상은? As it states in 

Jude, what is the false teachers religious iniquities?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왜곡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김(유1:4,8) 

They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Denied Jesus Christ 

Rejected the authority of God 

(Jude 1:4, 8) 

6 

 

 

유다서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의 도덕적인 죄악상은? 

As it states in Jude, what are some moral iniquities that these false 

teachers show? 

 

 

음욕으로 자신을 더럽힘,  

이익을 위해 아첨함 

실없는 말로 성도들을 농락함유(1:4-9) 

Following their own sinful desires 

Show favoritism to gain advantage 

Loud-mouthed boasters 

(1:16) 

 

7 
‘에녹’의 이름이 나오는 서신은? The name 'Enoch' appears in which 

epistle? 

유다서(1:14) 

Jude(1:14) 

8 

 

 

 

 거짓 교사의 경계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What should be the attitude as a follower of Christ toward false 

teachers? 

 

yourselves in God's love (Jude4:2)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 

(유1:17-23) 

Build yourselves up in holy faith, pray in the 

Holy Spirit and protect yourself in the love 

of God (Jude 1:17-13)  

9 

 

유다서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According to 

the espistle of Jude, what is NOT a characteristic of “false 

① (요일4:2) 

(1J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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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①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Deny that 

Christ came in the flesh 

 ② 애찬에 참여하여 함께 먹는 사람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④ 을 짓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 

⑤ Who cause divisions, wordly people, devoid of the Spirit 

⑥ 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⑦ ???? 

 

 

 

 

 

 

 

 

<요한계시록>  

REVELATION 

 

1 

 

 

 

 

요한 계시록에 관한 아는대로 쓰라. 

Write what you know about the book of Revelation. 

 

 

 

예언의 말씀이다. 

사도 요한이 '밧모'라는 섬에서 

기록하였다. 

성경에서 신, 구약을 포함하여 맨 마지막 

권에 있다.(계1:1-9) 

Prophetic Word 

Wrote it on the island of Patmos 

Combining the NT and OT, it’s the last 

book of the bible. (Rev. 1:1-9) 

2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편지한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은? In 

Revelations, John wrote a letter to the seven churches. What 

province were the seven churches in? 

아시아(계1:4) 

Asia (Rev. 1:4) 

3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일곱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In 

Revelations chapter 1, what is the seven stars that John is referring 

to? 

일곱 교회 사자(계1:20) 

Seven churches (Rev. 1:20) 

4 일곱 촛대의 의미는? The meaning of seven lampstands is? 
일곱 교회(계1:20) 

Seven Churches (Rev. 1:20) 

5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중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Out of the 

7 churches, which church had foresaken their first love? 

에베소교회(계2:4) Church in Ephesus (Rev. 

2:4) 

6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은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In Revaltions it says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To which church is this referenced to? 

서머나교회(계2:10) 

Church of Smyrna (Rev. 2:10) 

7 

 

요한계시록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 교회는? 

In Revelations, which church is the following referred to? "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버가모교회(계2:12) 

Church in Pergamum (Rev. 2:12) 

8 

 

버가모 교회의 교인 중에서 사단이 거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충성한 증인은? In Pegrgamum church, who was one of the follower 

안디바(계2:13) 

Antipas (Rev.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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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rist that did not renounce his faith, and was put to death 

among where Stan dwells? 

9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중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던 교회는? Out of the seven churches in the book of Revaltions, 

which church held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버가모교회(계2:15) 

Pergamum church(Rev. 2:15) 

10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중에서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킨 교회는? In 

Revelations, out of the 7 churches, which church held unto/had  

faith even during crisis? 

버가모 교회(계2:12-17) 

Pergamum church (Rev. 2:12-17) 

11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중에서 나중이 처음보다 나은 교회는? Out of 

the seven churches mentioned in Relevation, name the church their 

latter works exceed the first? 

두아디라 교회(계2:19)  

Church in Thyatira(Rev. 2:19) 

12 
요한계시록에서 책망 받지 않은 교회는? In Revelation, which church 

did not get rebuked?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교회 

Smyrna church & Philadelphia church 

13 

 

요한계시록에서 오른 손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신 교회는? In Revelations, which church did Jesus 

appear holding seven spirits and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사데교회(계3:1) 

Sardis church (Rev. 3:1) 

14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 교회는? According to Revelations, our 

fo the seven churches, which church was spoke of the following? 

"who opens and no one will shut, who shuts and no one opens.” 

빌라델비아교회(계3:7) 

Philadephia church (Rev. 3:7) 

15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가장 마지막 언급된 교회는? What is the 

last church referenced in Revelations? 

라오디게아교회(3:14~) 

Laodicea church(3:14~) 

16 
사도 요한이 맨 처음 본 환상은? What was the first vision that 

Apostle John saw? 

하늘에 베푼 보좌(계4:2) 

Throne in heaven with someone sitting on 

it (Rev. 4:2) 

17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보좌로 둘러싼 장로들의 수는? In 

Revelations what were the numbers of elders surrounding the 

heavenly throne? 

24장로(계4:4) 

24 elders (Rev. 4:4) 

18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가진 각각의 날개 수는? Above the 

throne, how many wings did the each living creatures have? 

여섯 날개(계4:8) 

6 wings (Rev. 4:8) 

19 

 

요한계시록에서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가지고 있던 두 가지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과 또 무엇인가? In 

Revletions ,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were holding a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and what?                  

거문고(계5:8) 

Harp (Rev. 5:8) 

20 
'금 대접에 담긴 향'의 의미는? What is the meaning of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성도의 기도(계5:8) 

Prayers of the saints (Rev. 5:8) 

21 
인봉한 책을 펼 자는?  Who is able to open the scroll and its seven 

seals? 

하나님의 어린 양(계5:1-10)  

Lamb of God (Rev.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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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는 내용의 찬양은 몇 장에 

나오는가? Where in Relevations can you find the following song of 

praise: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ty and might, forever and ever?" 

계5:13 

Revelation 5:13 

 

23 

일곱 인중 4번째인을 뗄 때에 나타난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것은? 

When the 4th seal was opened out of the 7, what symbolized a pale 

horse? 

사망(계6:8) Death (Rev. 6:8) 

24 

 

 

요한계시록에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 때는 어린 양이 몇 번째 인을 떼실 

때인가? In Revelations, When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became black as sackcloth, the full moon became like blood,” 
what number of seal was opened by the Lamb of God? 

여섯째 인(계6:12) 

Sixth seal (Rev. 6:12) 

25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입는 예복의 색깔은?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in front of the Lamb, what was the 

color of the robe to those who were saved? 

흰색(계7:9) 

White(Rev7:9) 

26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째 인’의 내용이 나오는 장은? What Chapter 

of the Revelations talks about the seventh seal? 

8(:1) 

Chapter 8(:1) 

27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드릴 때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As the angel 

with a golden censer stands before the golden altar, the smoke of 

the incense goes up with what before God? 

성도의 기도(계8:3-4) 

Prayers of the saints (Rev. 8:3-4) 

28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는? 

In Revelations, how many received the seal of God from an angel? 

12,000 (계8:5) 

144,000 (Rev. 7:4) 

29 

요한계시록에서 셋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의 내용은? In 

Revelations, what is the plague that hits when the 3rd trumpet is 

blown?  

물이 쓰게 됨(계8:10-11) 

Water became wormwood (bitter) (Rev. 

8:10-11) 

30 
인봉한 책이 의미하는 것은?  What is the meaning of sealed 

scrolls? 

심판의 책(계5장-8장) 

Book of Judgment (Rev. chapters 5-8) 

31 

 

요한계시록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받았는가? 

In Revelations, when the fifth angel sounded his trumpet, what was 

given to the star that had fallen from the sky? 

무저갱의 열쇠(계9:1) 

Key to the shaft of the Abyss (Rev. 9:1) 

32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의 임금인 무저갱의 사자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the leader of the of locusts that came out of the 

bottomless pit? 

아바돈(헬라名:아볼루온; 계9:1-11)  

Abaddon (in Greek:Apollyon; Rev. 9:1-11) 

33 

 

묵시 중에서 요한이 먹고서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 

것은? What was it that apostle John ate that made it taste sweet as 

honey in the mouth but when eaten, it turned the stomach sour? 

두루마리(계10:10)  

Scroll (Rev10:10) 

34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장은? 계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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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velations, what chapter talks about the sound of trumpet from 

the seventh angel? 

Revelation11 (:15) 

35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서 양육받기 위해 있었던 기일은?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with the moon under her feet and a 

crown of twelve stars on her head gave birth to a son, who ruled all 

the nations with an Iron scepter. The woman fled into the desert 

place prepared for her by God, where she was nourished for how 

many days? 

1260일(계12:1-6)  

1,260 days (Rev.12:1-6) 

36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와 뿔의 수는? 

In Revelation chapter 13, the beast that came of out the sea had 

how many heads and horns? 

머리7, 뿔10(계13:1) 

7 heads, 10 horns (Rev.13:1) 

37 

 

일곱 머리에 열뿔 달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소속은? Who were the people who worshiped the beast 

with 7 heads and 10 horns?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계13:1-8) 

All whose names that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Rev13:1-8) 

38 

 

 

“(     )가 여기 있으니 (     )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괄호 안에 순서대로 들어가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rom 

the Revelation: "This calls for (    ): let the one who has (    )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the number of a man, and 

his number is 666.” 

지혜/총명(계13:18) 

Wisdom, Understanding (Rev. 13:18) 

 

39 
요한계시록 16장의 주요내용은? 

What is the main content of Revelation Chapter 16? 

일곱 대접 

The Seven Bowls 

40 

 

요한계시록에서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은 몇 번째 대접 때 

나타나는가? In Revelation, the sun has the power to scorch people 

with fire is which plague? 

네 번째(계16:8) 

4th (Rev.16:8) 

41 
요한계시록에서 ‘다섯째 대접’의 내용은? 

In Revelation, what is the "Fifth bowl"? 

어두움의 재앙(계16:10) 

Plague of Darkness (Rev.16:10) 

42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언급하는 장은? 

In Revelation, which chapter talks about judgment of the prostitute? 

17장 

Chapter17 

43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언급된 장은? In 

Revelation, which chapter talks about the "Wedding of the Lamb"? 

19장 

Chapter19 

44 
주의 신부의 세마포가 뜻하는 것은? What does the fine linen stand 

for? 

성도의 옳은 행실(계19:8)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Rev.19:8) 

45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이 열릴 때 본 백마와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In Revelation, John saw the heaven open before 

him and saw a white horse and its rider. What were they called? 

충신과 진실(계19:11) 

Faithful and True (Rev. 19:11) 

46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아 무저갱속에 넣어 둔 

기간은? For how many years did the angel who had the key to the 

abyss (bottomless pit) seized the dragon and bounded him in there? 

1,000년(계20:2-3) 

1,000 years (Rev.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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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단의 최후의 결과는? In the end, what is Satan's final 

punishment/dooms day?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계20:7-10)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sulfur (Rev. 

20:7-10) 

48 
신천지(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언제쯤인가? When will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starts?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계20:1-21:2) 

After the 1,000year reign (Rev. 20:1-21:2) 

49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     )도 다시 있지 않더라’에 들어갈 말은? Fill in the blank: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 (    ) was no more.” 

바다(계21:1) 

Sea (Rev. 21:1) 

50 

 

 

 

 

요한계시록에서 다음 중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①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②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③조는 자들과 잠자는 자들 

④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According to Revelation,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participate 

in the second death? 

1) The cowardly and the faithless; 2) the detestable, the murderers, 

and the sexually immoral 3) Those who are sleeping; 4) sorcerers, 

idolaters, and all liars 

② (계21:8) 

 

3. (Rev. 21:8) 

 

 

51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이는? In Revelation Chapter 21, who came down 

from heaven to show John the Holy Jerusalem?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계21:9) One of 

The seven angels who had the seven 

bowls full of the seven last plagues (Rev. 

21:9) 

52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What is the last 

chapter, last verse of the book of Revelation?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all.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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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실전 연습 문제 
PART 2 – PRACTICE QUESTIONS (no answers given)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긴 예수의 탄생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은? 

Which of the gospels contains a long story of birth of Jesus? 
 

2 

하나님나라 내지 천국 비유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does not have parables of Kingdom of God or Kingdom of 

Heaven? 

 

3 
예수의 자기 계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has Jesus’ own foretelling of his death? 
 

4 

예수를 모세와 대비시키며 더 위대한 율법교사로 강조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compares Jesus with Moses and emphasizes him as a teacher of 

law?  

 

5 
“여인들의 복음서”,�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is called Gospel for women and the poor? 
 

   

 
★ 다음 장들의 내용은? (무슨 장?) 

Describe the content of the following chapter of the book 
 

6 
마13장: 

Matthew 13: 
 

7 
마25장: 

Matthew 25 
 

8 
마28장: 

Matthew 28: 
 

9 
막4장: 

Mark 4: 
 

10 
막14-15장: 

Mark 14-15: 
 

11 
눅15장: 

Luke 15 
 

12 
눅24장: 

Luke 24 
 

13 
롬9-11장의 대 주제는? 

What is the major theme of Romans 9-11? 
 

14 
롬7장의 주제는? 

Theme of Romans 7? 
 

15 
고전1장에서 “파당”의 주제 외에 또 다루어지는 주제는? 

What is the theme of 1 Corinithians 1 besides “groupies”? 
 

16 
고전12장은 무슨 장? 

What is the theme of 1 Corinthians 12? 
 



	   83	  

17 
고전13장은 무슨 장? 

What is the theme of 1 Corinthians 13? 
 

18 
고전15장은 무슨 장? 

What is the theme of 1 Corinthians 15? 
 

19 
요3장에서 예수를 찾아와 대화를 나눈 바리새인은? 

Who is the Pharisee that came to speak to Jesus in John 3? 
 

20 
요14:15-31의 내용은? 

What is the content of John 14:15-31 
 

   

 
 ★ 다음 내용이 나오는 책과 장을 말하시오. 

Write the book and chapter of the following. 
 

21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Holy Spirit at the Pentecost: 
 

22 
“그리스도 찬미송”(예수의 비하와 승귀): 

“Praise to Christ” (Jesus’ self humility and noble victory) 
 

23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Law is a beginning of pathway to Christ 
 

24 
바울의 삼층천 체험 보도: 

Record of Paul’s Visions and revelations of the Lord. 
 

25 
바울의 성만찬 전승: 

Paul’s teachings on the Lord’s supper   
 

26 
“아담-그리스도”유형론: 

“Adam-Christ” typology 
 

27 
“아브라함의 믿”을 다룬 장: 

“Faith of Abraham” 
 

28 
“믿음” 의 정의: 

Rirgheouenss of “faith”: 
 

29 
“새 하늘과 새 땅”을 서술한 장: 

Depiction of “New heavn and new earth” 
 

30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정의한 책 이름은? 

Which book defined “God is love”? 
 

31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책은? Which book in NT talks 

about "Faith without action is dead"? 
 

32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a yoke of slavery.”    

 

33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is verse from?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34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e following from?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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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 from the law, although the Law and the Prophets bear witness to it—“ 

35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is verse from? “Oh, the depth of the riches and wisdom and knowledge of 

God!” 
 

36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e following from?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If 

there is a natural body, there is also a spiritual body.” 

 

3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Following verse if from?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38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Following verses are from? “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All this is from God, who 

through Christ reconciled us to himself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39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바울의 서신 이름은? 

Which is call Paul’s “Epistle of Joy”? 
 

40 
누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는가? 

Who said Christ is “end of the law”? 
 

41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The following is from where?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42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For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43 
요한이 본 것을 몇개의 교회로 써서 보내라 했는가?(게1:11)? According to what John 

saw, to many churches was he suppose to send a letter to? (Rev. 1:11) 
 

44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e following from?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45 
�천년왕국� 문제를 다룬 계시록 장은? 

What Chapter in Revelation talks about the 1,000 year reign?  
 

46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 

Where is the following from?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bright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through the middle 

of the street of the city” 

 

   

 
★ 다음 본문의 내용은? (제목만 쓰기) Whats the Theme/Content of the Book  

(write a titt l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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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마4:1-11: Matt4:1-11  

48 마5:3-10: Matt5:3-10  

49 마6:9-13: Matt6:9-13  

50 마7:24-27: Matt 7:24-27  

51 마13:44: Matt 13:44  

52 마22:1-14: Matt22:1-14  

53 마25:31-46: Matt 25:31-46  

54 막8:27-29: Mark 8:27-29  

55 눅15:1-7: Luke 15:1-7  

56 눅19:1-10: Luke 19:1-10  

57 요2:1-12: John2:1-12  

58 요15:1-5: John 15:1-5  

59 행3:1-10: Acts 3:1-10  

60 행10:1-48: Acts 10:1-48  

61 룸1:18-32: Rom1:18-32  

62 롬8:31-39: Rom8:31-39  

63 고전1:18-31: 1Cor1:18-31  

64 고전7:1-16: 1Cor7:1-16  

65 고후13:13:  2Cor13:13  

66 갈5:22-26:  Gal5:22-26  

   

 
★ 다음 내용이 나오는 곳은? (책, 장 쓰기) Where is the theme/content 

from? (Write the book & chapter) 
 

67 하나님의 전신갑주  The Armor of God  

68 
일곱 집사를 뽑음 (예루 살렘 교회) 

Seven deacons were picked (Jerusalem church) 
 

69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Paul’s Sermon on Areopagus  

70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 The Power of Prayer to Righteous  

71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심 Jesus Christ preaches to the people 

(Souls ) in prisons 
 

72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A day is like 1,000 years and 1,000 years is like a 

day 
 

73 하나님의 빛이시라 God is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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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성령과 물과 피(셋)의 증거  The evidence of the Spirit, water and blood (three)  

75 백보좌 최후 심판 The Final Judgment before the Throne  

76 새 예루살렘 The New Jerusalem  

   

  ★ 가장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P ick the best answer  

77 

 

가장 영적인 복음서는? Which is the most spiritual Gospel? 

①  마 Matt           ② 막  Mark        ③ 눅 Luke          ④ 요 John 
 

78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을 인용하지 아니한 서신은?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use the quote from O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롬   Roman   ② 갈 Galatians       ③ 히 Hebrews     ④ 엡 Ephesians 

 

79 

 

바울이 자기 변명을 특히 많이 한 곳은? Which epistles of the following did Paul 

defended himself most often? 

①  갈 Galatian   ② 빌 Philippians ③ 고후 2Corinthians  ④ 고전 1Corinthians 

 

80 

 

신약에서 구약의 레위기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책은? Which of the following NT has 

a similar content/theme as to OT Leviticus? 

  롬  Romans   ② 계 Revelation   ③ 히 Hebrews   ④  약 James 

 

81 

 

 

감독의 자격을 말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talks about the qualification of an overseer? 

① 딤전 2:1-7, 딛1:6-9      1Tim. 2:1-7; Titus 1:6-9  

② 딤후 3:1-7, 딛 2:6-9     2Tim. 3:1-7, Titus 2:6-9 

③ 딤전 3:1-7, 딛 1:6-9     1Tim. 3:1-7, Titus 1:6-9 

④ 딤후 2:1-7, 딛 2:6-9     2Tim. 2:1-7, Titus 2:6-9 

 

82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        )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for you and for your children and (    ), everyone whom the Lord 

our God calls to himself.’” 
 ①주 하나님을 찾는 누구든지         ② 선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 

 ③ 이스라엘의 온 족속               ④ 모든 먼 데 사람 

1) Anyone who seeks the Lord Jesus Christ; 2) All who are chosen 

2) People of Israel; 4) For all who are far off 

 

83 

 

 

 

 

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들과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히 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후 그 모인 것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결과는? 

As they heard preiests and elsers’ threats, the saints and the crowd prayed for the 

boldness to preach the word of God, and place shook and everyon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hat happened? 

②  대제사장이 같은 시간에 죽음      ② 모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함 

③  기사와 이적이 더 많이 보임        ④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1) The high priest fell dead; 2) Everyone spoke in tongues; 3) increased in healings 

and miracles; 4) Boldy spoke the wor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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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     )을 

주시는 하나님의 (     )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      )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    ) of God for (    )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    ),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①	 능력, 힘, 구원 Power, Strength, Salvation 

②	 구원, 능력, 믿음 Salvation, Power, Faith 

③	 구원, 능력, 구원 Salvation, Power, Salvation 

④	 축복, 복음, 구원 Blessing, Gospel, Salvation 

 

85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육신에 속한자�라고 한 까닭은? 

What is the reason Paul said Corinthian church is “natural person”? 

① 분쟁 때문에 Because of divisions ② 우상 때문에 because of the Idols ③음행 

때문에 Because of Sexual immorality    ④ 방언 때문에 Because of speaking in 

tongue 

 

86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     )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    )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① 능력을      ②선한 일을      ③ 소원을 두고    ④ 하나님의 뜻을 

 1) Show power; 2) Do good; 3) To Hope  4) Will 

 

8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       ) 안식일에도 (          )니라�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So the (    ) is (   ) even 

of the Sabbath.” 
②  나는, 일하느            ② 너희는, 일해도 되느   

③  인자는, 주인이          ④ 사람이, 쉬느 

1) I am, working;  2) You, work;  3) Son of Man, lord; 4) man, resting 

 

88 

 

마가복음에 씨뿌리는 비유가 있는 곳은? 

What chapter in Matthew talks about parables sowing seeds? 

①  3장 Chapter 3   ② 4장 Chapter   ③ 5장 Chapter 5  ④ 6장 Chapter 6 

 

89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하시려 함이 아니요, (     )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in order that 

the (    ) through him.” 
②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②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③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④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1) people who calls his name; 2) people who beieves and are baptized; 

3) those who believe will not perish; 4) world might be saved 

 

90 

 

 

 바울을 찾아가�형제 사울아�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며 살던 곳은?  

Who is the one that seeked Paul and said "My fellow Brother"? And where did he live? 

  바울 - 다소 Paul -Tarus         ② 아볼로 - 다소  Apolo -Tarus  

④  아나니아 - 다메색  Anania - Damascus    ④ 바나바 - 구브로 Barnaba - 

Cyprus 

 

91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횟수는? How many times did Peter resurrect the dead? 

1) 한 번    once   ② 두 번 twice       ③ 세 번 three times       ④ 없다 

none 

 

92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시편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한 곳은? From a 

passage from Psalms it says "There is no righteous, not even one." Where was this 

passage used in the New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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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3:9 Gal. 3:9  ② 롬 3:10 Rom. 3:10 ③딤전 1:13 1Tim. 1:1  ④ 엡 3:10 Eph. 3:10 

93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     )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far more abundantly than all that we (    )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at work within us,” 
①  (없음)     ② 노력과      ③ 소원과      ④ 구하는 것이나 

1) (None)   2) effort;   3) hope;   4) ask 

 

94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      )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      )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since indeed God considers it just to repay with affliction those who (    ) you, and 

to grant (    ) to you who are afflicted as well as to us,” 
  환난, 영광     ② 심판, 영광     ③ 심판, 안식     ④ 환난, 안식 

 1) afflict, glory  2) Judge, glory;   3) Judge, relief;    4) afflict, relief 

 

95 

 

집사의 자격을 기록한 곳은? Which passage states the qualification of a deacon? 

  딤전 3:8-12 1Tim. 3:8-12  ② 딤전 3:1-7 1Tim. 3:1-7    ③ 딤전 2:1-7 

1Tim. 2:1-7    ④ 딤후 2:1-7 2Tim. 2:1-7 

 

96 

 

바울이 율법문제로 수신인들을 꾸짖으며 쓴 편지는? What was the epistle that Paul 

wrote to rebuke the believers regarding about the law/covenant? 

①  빌 Php         ② 갈 Gal         ③ 유 Jude        ④ 히 Heb 

 

97 

 

예수를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서신은? Which letter of Paul talks about Jesus as 

the Great high priest? 

  몬  Phm       ②유  Jude         ③ 히 Heb         ④ 계 Rev 

 

98 

 

�너희 믿음의 시련이 (      )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For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    ).” 
 을    ② 생명의 열매를    ③ 더욱 굳은 믿음으로    ④ 인내를 

 1)???;  2) Fruit of life;  3) greater faith;   4) steadfastness 

 

99 

 

예수의 종말에 관한 예고가 있는 곳은? 

Which book previews the end of Jesus' days? 

①  4복음 4 books of Gospel    ② 공관복음 Synopic gospel ③ 마, 눅 Mark, 

Luke     ④ 막, 요 Mark, Matthew 

 

100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받은 기사가 기록된 곳은? Where is it written in regards to 

Jesus' three tested (temptation) story? 

  마, 눅  Matt, Luke   ② 마, 요 Mark, John      ③ 공관복음 Synoptic ospel      

④ 4복음 4 Books of ospel 

 

101 

 

 

 예수와 세례요한이 다같이�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했다고 보는 

복음은? What book implies Jesus and John the baptist both spread the word "repent 

as the kingdom of God Is near"? 

  마  Matt     ② 막 Mark         ③ 눅 Luke    ④ 마, 눅 Matthew, Luke 

 

102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 따랐던 제자의 수는? How many disciples 

followed Jesus when he went to heal Jairus, the synagogue ruler? 

①  12제자    12   ② 7제자  7     ③ 5제자  5    ④ 3제자 3 

 

103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Behold, I write to you before God that I am not lying” is from what passage? 

롬 9:1  Rom. 9:2  ② 고후 11:31 2Cor. 11:31 ③ 갈 1:20 Gal. 1:20  ④ 딤전 2:7 

1Tim. 2:7 

 

104 

 

로마서에서 바울이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한 장은? In Romans, Paul 

explained the meaning of Christ's death epecially in which chatper? 

①  1장     1   ② 3장     3     ③ 7장    7      ④ 6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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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바울이 세례를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실에 비유해서 말한 곳은? 

Where did Paul spoke of Baptism and referred to the Israelite’s crossing of the Red 

Sea? 

 롬 5장 Rom. 5  ② 고전 10 1Cor. 10  ③ 고전 7장 1Cor. 7 ④ 고후 10장 2Cor. 10 

 

106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신자는 신자답지 않다는 구절은? 

Which passage states Christian that doesn't look after its own family is like a 

non-believer? 

딛 1:15 Tit.1:15  ②딤전 5:8  1Tim. 5:8  ③딤후 4:7  2Tim. 4:7 ④히 1:3 Heb. 1:3 

 

107 

 

다음의 서신 중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곳은? Where is the 

passage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from? 

살전 1:8    ② 약 2:8 James2:8      ③ 계 3:10 Rev3:10      ④ 히 6:8 Heb6:8 

 

108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You can not 

receive for you have not asked” is from what passage? 

히 9  Hebrews 9   ② 약 4 James 4   ③ 벧전 4  1Peter 4   ④ 요일 3 1John 3 

 

109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곳은?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is from what passage? 

요일 5:18   1John 5:18   ② 요 3:16   John3:16  ③ 약 4:17   James 4:17     

④ 요일 1:8 1John1:8 

 

110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What is Revelation chapter 18 about? 

② 바벨론의 심판 Judgement of Babylon          ② 시온산의 144,000명     

144,000 on Mt.Zion 

③  미가엘과 용의 전쟁 Michael and the Dragon war     ④ 진노의 일곱 대접 

Seven Bowls of God’s Wrath 

 

111 

예수의 형제가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비밀히 올라가신 명절은? What feast was it 

when his brothers had gone up to the feast, Jesus also went up privately? 

부활절  Easter   ② 유월절 Passover  ③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s   ④ 부림절 

Feast of Booths 

 

112 

 

사도행전에 바울이 개종기사가 기록된 횟수는? In Acts what was the number of times 

Paul's conversion were recorded? 

한 번    Once    ② 두 번 Twice    ③ 세 번 Three times   ④ 네 번 four times 

 

113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세례를 준 사람은? 

Who Is the person that Peter baptized in Caesarea? 

 고넬료  Cornelius     ② 나사로  Lazarus    ③ 마태 Matthew    ④ 마가 Mark 

 

114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      )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I hope to see you in passing as I go to “    ),” 
  이달리야      ② 아덴      ③ 서바나      ④ 고린도 

 1) Italty;  2) Athens;  3) Spain;   4) Corinth 

 

11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말씀은?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fo Christ" is from what passage? 

롬 7:35 Rom. 7:35  ② 롬 8:35 Rom. 8:35  ③ 롬 10:35 Rom. 10:35   ④ 롬 12:35 

Rom. 12:35 

 

116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A man reaps what he sows" is from what passage? 

엡 6:8 Eph. 6:8   ② 갈 6:7 Gal. 6:7   ③ 롬 5:6 Rom. 5:6  ④빌 3:14 Philip. 3:14 

 

117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Greed Is idolatry" is from what passage? 

골 3:5 Col. 3:5  ② 엡 2:15  Eph. 2:15  ③ 빌 3:6 Philp. 3:6  ④ 약 2:8 Jame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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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       )나타나셨느니라� 

“For then he would have had to suffer repeatedl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ut as it is, he has appeared (    ) at the (    ) to put away sin by the sacrifice of 

himself.” 
④  산체로, 이 세상에  alive, world     ② 온전히, 이 때  wholey, moment 

⑤  단번에, 세상 끝에 once for all, end of the ages ④ 희생의, 단번에 sacrificially, 

once for all 

 

119 

 

믿음의 행함을 가르치는 말씀은? Passage that talks about Faith and Deed is? 

롬 7:15-24 Rom. 7:15-24    ② 엡 1:3-10 Eph. 1:3-10   ③ 약 2:14-26 Jas. 

2:14-26  ④ 계 22:8-12 Rev. 22:8-12 

 

120 

 

 

금 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What is the Son of man holding in this hand, as sitting on white clouds, wearing 

the crown of crowns? 

철장 ② 나팔 ③ 진노의 잔 ④이한 낫 

1) Iron cage; 2) Trumpet; 3) Cup of wrath; 4) Sharp sickle 

 

121 

 

 

두로, 시돈의 위치는? Where is the location of Tyre, Sidon? 

②  유대 지경 안 ② 갈릴리 지경 안 3) 사마리아 지경 안 ④ 위의 세 지경 밖  

1) Near the border of Judah;   2) Near the border of Galilee 3) Near the border of 

Symaria;   4) Outside of the all 3 listed borders 

 

122 

 

마가복음에 예수의 탄생기사는? Where in Mark is written of the story of birth of Jesus? 

①  1:1-7  ②없음   ③2장 ④ 간단히 기록됨 

1) 1:1-7;   2) None;   3) Chapter 2;   4) Simply recorded       

 

123 

 

 

누가복음에 기록된 만찬의 모든 순서는? 

As its recorded in the Book of Luke, what Is the order/sequence of dinner?  

②  떡, 다음에 잔    ② 잔, 다음에 떡 

③  떡과 잔이 동시에 ④ 잔, 떡, 잔 

1) Bread, then cup;   2) Cup, then the bread;  3) Bread and Cup at the same time;   

4) Cup, bread, cup 

 

124 

 

참 포도나무가 나오는 장은? 

What is the chapter that talks about the Vine and the Branches? 

요 14장 John14   ② 요 15장 John15     ③ 요 11장 John11   ④ 요 9장 John9 

 

125 

 

바울의 1차 여행 시 마가요한이 바울을 떠나 돌아간 곳은? During Paul's first journey, 

Mark and John left to go back from where? 

 버가 Perga     ② 구브로 Cyrus      ③ 에베소 Ephesus    ④ 비시디아 Pisidia 

 

126 

 

 바울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횟수는? 

How many time did Paul receive from the Jews 40 lashes minus 1? 

3회 3 times       ② 1회 once         ③ 2회 twice        ④ 5회 5 times 

 

127 

 

 

�하나님의 나라는 (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     )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②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3) 율법의 행위가 acts of law            

④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1) eating and drinking;  2) dispute, Jealousy and quarrelsome; 

3) Acts of law;  4) Worldly kingdom 

 

128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자랑한 것은? 

What is that Paul boasts about in 2Cor 12:5? 

신앙   Faith    ② 학식 Attainments     ③ 선민됨   Chosen people  ④ 약한 것 

Weak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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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        )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fear and trembling, with a sincere heart, (    ),” 
①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Obey with all your might 

② 하나님의 종과 같이하라 like a servant of God 

③ 부모에게 하듯이  just as you would your parents 

④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as you would Christ 

` 

130 

 

 

�어떤 이들은 (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Some indeed preach Christ from (    ), but others from good will.” 
① 악한 뜻으로   with evil will 

② 면류관을 얻으려는 야심으로 in ambition of gaining the crown 

③ 투기와 분쟁으로 envy and rivalry 

④ 전혀 개의치 아니함 Doesn’t apply 

 

131 

 

히브리서 5장에서 제사장직으로 예수님과 비교된 사람은? In Hebrews chapter 5 who 

was compared to as the priesthood of Jesus? 

사무엘  Samuel    ② 노아 Noah     ③ 아론 Aaron      ④ 아브라함 Abraham 

 

132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지식에 절제를…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What passage does it states that "Faith goodness;and to goodness, knowledge, and 

to knowledge, self-control; and to self-control, perserverance;and 

perserverance,godliness; and to godliness, brotherlly kindess; and to brotherly 

kindness,love." 

딤후 4장 2Tim. 4  ② 약 5장 Jam, 5    ③ 벧전 1장 1Pet.1    ④ 벧후 1장 2Pet.1 

 

133 

 

�사람의 (    )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For the (    ) of man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간사가  Deceit  ② 열심히  Eagerness  ③ 지혜는 Wisdom  ④ 성내는 것이 Anger 

 

134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기사가 기록된 곳은? What book recorded the Jesus 

walking on water? 

마, 막, 요   ②막, 눅, 요   ③공관 ④ 4복음 

1) Matthew, Mark, John;  2) Mark, Luke, John;  3) Synoptic;  4) 4 books of gospel 

 

135 

 

1,000년에 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문서는? 

What book that never mentions about 1,000years? 

 시  Psalms       ② 갈 Gal          ③ 벧후 2 Pet       ④ 계 Rev 

 

136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Is from what passage? 

막 5:12 Mark 5:12 ② 마 8:37 Matt 8:37 ③ 눅 10:2 Luke 10:2 ④ 마 12:3 Matt 12:3 

 

137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메시야인가�물어 볼 때 예수의 대답은?  

hen John the baptists’ disciples asked Jesus are you the "coming messiah"? What was 

Jesus' answer? 

  메시야 되심을 은패함      He denied that He was messiah 

②  메시야 되심을 밝혀 말씀함  He revealed that He was indeed the messiah 

③  메시야 되심을 그 행하신 일로 증명함 Proved that he messiah by doing works 

④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다고 책망함 Scolded them for going to see 

reeds blow from the wind 

 

138 

 

겨자씨 비유와 공통점을 가진 비유는? What parable have in common with the mustard 

seed parable? 

 가라지 비유 ② 누룩 비유 ③ 보물 비유 ④ 씨뿌리는 비유 

1) Parable of weeds;  2) Parable of leaven;  3) Parable of hidden treasure;  4) 

Parable of the sower 

 

139 마가복음에 없는 것은? What is not mentioned in the Book of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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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족보 Geneology of Jesus  ② 예수의 비유 Parable of Jesus   ③ 이적 

Enemy    ④ 예루살렘 입성 Entry to Jerusalem 

140 

 

예루살렘 공의회 기사가 기록된 곳은? Where is counsel of Jerusalem recorded? 

행 10장 Acts10  ② 행 11장 Acts11  ③ 행 15장  Acts15   ④ 행 16장 Acts16 
 

141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는? Which disciple did Paul meet at Lystra? 

바나바   Barnabas   ② 아굴라 Argula      ③ 마가 Mark   ④ 디모데 Timothy 
 

142 

 

롬 8장의 세가지 탄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In Romans chapter 8,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three groaning? 

피조물의 탄식 Groaning of creation  ② 성도의 탄식 Groaning of saints   ③ 성령의 

탄식 Groaning of the Spirit ④ 성자의 탄식 Groaning of the Son of God 

 

143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is from what passage? 

롬 12:10 ② 고전 6:9 ③ 갈 6:10 ④ 엡 6:11 

1) Rom. 12:10;  2) 1Cor. 6:9;   3) Gal. 6:10;  4) Eph. 6:11 

 

144 

 

디모데후서에 성경에 대한 말이 있는 곳은? 

Where in 2Timothy does it talk about the bible? 

①  1:15-16      ② 2:15-16      ③ 3:15-16      ④ 4:15-16 

 

145 

 

 

이 땅의 장래에 대한 베드로의 예언은? 

What did Peter prophesied about the future of the world? 

②  불에 멸망할 것 ② 언제나 지속될 것  

③  물에 멸망할 것 ④ 갑자기 없어질 것 

1) Distruction by fire;  2) Will continue to exist;  3) Destruction by water;  3) Will 

suddenly disappear 

 

146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     )여기라� 

And patience, not realizing that (  ) leads toward repentance. 

① 하나님의 긍휼로 God's kindness 

② 우리가 알 바가 아닌 줄로 its not for us to know 

③ 구원이될 줄로   knowing to be saved 

④ 복음을 전할 기회로 opportunity to spread the gospel 

 

147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Where does it states not to forcefully 

solve the Bible? 

벧후 3:16 2Pe3:16  ② 갈 3:14 Gal 3:14  ③ 롬 5:16 Rom 5:16  ④ 빌 4:4 Php 4:4 

 

148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Where in Revelation is it written about the Great City of Babylon? 

① 5-6장   Ch 5&6  ② 10장, 15장 Ch10,15  ③1-2장 ch 1&2 ④ 17-18장 Ch 

17-18 

 

149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       )이라�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    ) of prophecy” 

영  Spirit     ② 완성  Completion      ③ 충성  Devotion    ④ 목적 Purpose 

 

150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하니�라는 말씀이 있는 곳은? 

What passage states "Christ will regi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계 21:4-6 Rev 21:4-6    계 22:4-6 Rev22:4-6      ③ 계 20:4-6 Rev204-6     

④ 계 19:4-6 Rev19:4-6 

 

151 

 

계 11:3 에서 권세받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할 일은? 

In Revelation 11:3 , power given two witness will do what for 1,260 days? 

심판 Judge    ② 예언 prophesy      ③ 방언   speak In tongue   ④ 노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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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사가 있는 곳은? 

Where In Revelation, does it talk about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①  21-22장     ② 19-20      ③ 2장      ④ 3장 

 

   

  ★ 다음 구절은 어느 곳에 있는가? Where are these verses from?  

153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Salvation if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154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155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하나니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eath. 

 

156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then, 

and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157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158 

 

복음서 중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첫 선포가 나타난 곳은? 

From the book of gospels, Jesus' first declaration of “Kingdom of God and 

repentance” was shown where? 

 마, 막  Mark, Matt  ② 마, 막, 눅 Mark, Matt, Luke ③ 마, 막, 요 Matt, Mark, John    

④ 마, 막, 눅, 요 Matt, Mark, Luke, John 

 

159 

 

 

예수의 근원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묘사하여 그의 선재하심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Matt      ② 마가 Mark       ③ 누가 Luke       ④ 요한 John 

 

160 

 

 

마 10장, 막 3장, 눅 6장에 나타나는 공통된 기사는? 

What does Matt Ch10, Mark Ch3, Luke Ch6 all have In common? 

① 하나님의 나라비유 Parables of the Kingdom of God 

② 벙어리 귀신 축출  Cast out Spirit of muteness 

③ 예수의 제자 명단   List of Jesus' disciples 

④ 예수의 안식일 논쟁 Debate on the Sabbath day of Jesus 

 

   

161 

 

베드로의 메시야 고백기사가 나타나는 복음서는? Peter's confession to Messiah is in 

which book of the gospels? 

 마, 막, 눅 Matt,Mark,Luke     ② 마, 막, 요 Matt,Mark,John    ③ 막, 눅, 요 

Mark,Luke,John     ④ 마, 막 Matt,Mark 

 

162 

 

베드로의 고백 기사 중에서�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기록된 복음서는? From 

one of Peter’s confession, what book of gospel states 'You are the Son of Go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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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마태   Matt      ② 마가  Mark       ③ 누가   Luke      ④ 요한  John   

163 

 

베드로의 사랑의 회복을 언급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Peter’s reconcilation to Jesus? 

  마태  Matt       ② 마가 Mark       ③ 누가  Luke     ④ 요한  John 

 

164 

 

예수를 놀라게 한 신앙을 지녔던 백부장과 예수가 만난 장소는? 

The centurio with great faith met Jesus where? 

  가버나움  ② 가나       ③ 나사렛      ④ 데가볼리 

1) Capernium;  2) Canan;  3) Nazareth;  4) Tagaboli 

 

165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Jesus’ saying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 요한 

1) Matt;  2) Mark;   3) Luke;   4) John 

 

166 

 

예수는 누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Jesus is greater than who? 

  요나, 솔로몬  ② 요나, 이사야   ③ 엘리야, 솔로몬  ④ 엘리야, 이사야 

1) Joanh, Solomon;  2) Joanh, Isaiah;  3) Elijah, Solomon;  4) Elijah, Isaiah 

 

167 

 

 예수의 비유 중 네 밭이 아닌 것은? From Jesus’ parable of sower,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e ground mentioned? 

  돌밭       ② 흙밭        ③길가         ④ 가시떨기밭 

1) Rocky road;  2) Dirt road;   3) Along the path;   4) Among the thorns 

 

168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most of Kingdom parables?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 요한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169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어떤 표적을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What did Jesus said he will show as a sign to those who seeks signs of heaven? 

  요나의 표적  ② 엘리야의 표적  ③ 이사야의 표적  ④ 다니엘의 표적 

1) Sign of Johan;  2) Sign of Elijah;   3) Sign of Isaiah;   4) Sign of Daniel 

 

170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란 말씀이 들려 올 때가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occasion of God speaking to Jesus,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①  세례 받을 때    ② 변화산에 머물 때 3)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할 때 

1) When getting baptized;  2) Mount of transfiguration;  4) Praying at the garden of 

Gethsemane  

	  

171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다르게 서술된 복음서는? 

The period in which Jesus' cleansing of the temple incident was described differently 

in which of the gospel?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 요한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172 

 

바리새인들을 향한�화 있을찐저�의 연속적인 비난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장은? 

In Matthew, which chapter has continuous “woe” towards the pharisees?  

①  15장       ② 19장        ③ 23장        ④ 25장 

1) 15;  2) 19;   3) 23;   4) 25 

 

173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가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s Jesus’ lament towards Jerusalem? 

  마태, 마가    ② 마가, 누가    ③ 마태, 누가    ④ 누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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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thew, Mark;  2) Mark, Luke;   3) Matthew, Luke  4) Luke, John 

174 

 

 예수의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did NOT record the Last Supper of Jesus?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 요한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175 

 

 

누가 예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가? 

Who are Jesus’ brother and sister? 

②  예수와 함께 있는 자          ②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 

③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④ 성령을 훼방치 않는 자 

1) Who is with Jesus;  2) Those who knows God’s work; 3) Those who does the will 

of God; 4) Those who does not infere the Holy Spirit 

 

176 

 

 

거라사 지방과 관련된 사건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relatd to the incident at the Gadarenes? 

④  죽은 소녀를 살린 사건        ② 군대 귀신을 쫓아 낸 사건 

⑤  앉은 자를 일으킨 사건        ④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1) Resurrecting a dead girl;  2) Cast out an army of demons;  3) Healing the 

crippled;  4) Healing of the servant of centurion  

 

177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Behold, the Lamb of God,”?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 요한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178 

 

 

예수의 수난 예고가 등장하는 시기는? 

When does Jesus’ prediction of his suffering and death appear? 

②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이후    ② 예수의 변화사건 이후 

③  예수에 대한 고백 사건 이후   ④ 예수의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 

1) After the proclaimation of the Kingdom of God;  2) After the mount of 

transfiguartion;  3) After the confession of Jesus as God;  4) After the Jesus’ prayer 

at the garden of Gethsemane 

 

179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는 종파는? 

Which of the religious cult emphasizes the denial of resurrection 

  바리새인     ② 사두개인     ③ 에세네파     ④열심당 

1) Pharisee;  2) Seducee;  3) Essenes;  4) Zealot 

 

180 

 

예수 탄생 시에 마리아를 찾아 온 천사는? 

Which angel came to visit Mary just before the birth of Christ? 

  미가엘          ② 루시퍼          ③ 가브리엘 

1) Michael;  2) Lucifer;   3) Gabriel 

 

181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공생애의 시작을 기록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used a quote from Isaiah,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as 

started the recording of ministry of Jesus?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 요한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182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비유가 아닌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Jesus’ “I am” in John 1? 

  빛         ② 말씀        ③생명         ④ 진리 

1) Light;  2) Word;  3) Life;  4) Truth 

 

183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incident of adulterous woman caught in act? 

  마태       ② 마가        ③ 누가        ④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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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184 

 

“(       )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한 장소는? 

“no prophet arises from (    ),” spoke Pharisees. What is the place? 

  베들레헴     ② 사마리아     ③ 갈릴리     ④ 여리고 

1) Bathelehem;   2) Samaria;   3) Galilee;   4) Jericho 

 

185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가 자신을 지칭한 말씀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Jesus’ “I am” is NOT from John? 

  양의 문     ② 선한 목자     ③ 참 포도나무     ④ 부활과 소망 

1) Sheep’s gate;  2) Good shepherd;  4) True vine;  4) Resurrection and hope 

 

186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는? 

Where is the place Jesus’ resurrected Lazarus? 

  베다니      ② 베데스다      ③ 예루살렘       ④  나사렛 

1) Bathany;   2) Bathesda;   3) Jerusalem;   4) Nazareth 

 

187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한 예수의 제자는? 

Which of the Jesus’ disciple asked to show the Father? 

  도마        ② 빌립          ③ 안드레         ④  야고보 

1) Thomas;  2) Philip;   3) Andrew;   4) James 

 

188 

 

예수를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한 자는? 

Who asked Jesus what the truth is? 

  가야바      ② 안나스        ③헤롯            ④  빌라도 

1) Caiaphas;  2) Annas; 3) Herode;  4) Pilate 

 

189 

 

요한 복음에서 예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장은? 

Which of the following from the gospel of John is Jesus’ farewell sermon? 

①  12-15장      ② 13-17장     ③ 15-18장      ④ 17-18장 

 

190 

 

스데반 설교는 사도행전 몇 장에 있는가? 

Sermon of Stephan is in Acts which chapter? 

①  5장        ② 6장        ③ 7장       ④  8장 

 

191 

 

 

사도행전 기사 중 가장 이른것은? 

Which of the followig is the earliest recording of event in Acts? 

②  사울의 다메섹 사건            ② 고넬료의 세례 

③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④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 살림 

1) Saul’s Damascus incident;  2) Baptism of Cornelius;  3) Philip’s sharing of the 

word to Ethiopean eunuch;  4) Peter’s resurrecting Tabitha in Joppa 

 

192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은? 

Which chapter in Acts is Banabas and Paul is sent out as missionaries? 

①  12장      ② 13장      ③ 14장      ④ 15장 

 

193 

 

아볼로의 출신지는? 

Where is Aquila from? 

  고린도    ② 데살로니가     ③ 알렉산드리아    ④ 마게도니아 

1) Corinth;  2) Thessalonica;   3) Alexandria;   4) Macadonia 

 

194 

“유라굴로�는 어떤 이름인가? 

What is “northeaster”? 

  사람     ②폭풍       ③ 배       ④ 땅 

1) Person;  2) Storm;  3) Ship;  4) Land 

 

195 

 

바울의 선교여행시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난 곳은? 

During one of Paul’s missionary journey, where did he meet stoic philosophors? 

  로마       ②고린도       ③ 빌립보       ④ 아덴 

1) Rome;  2) Corinth;  3) Philippi;  4) At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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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바울의 회심 시 그에게 안수를 해준 자는? 

During Paul’s conversion, who laid hands on him? 

  아나니아     ② 바나바     ③ 아볼로      ④ 아굴 

1) Ananias;   2) Barnabas;  3) Apollos;  4) Aquila 

 

197 

 

고후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기록을 한 곳은? 

In 2 Corinthians, which chapter mentions of collecting of offerings for Jerusalem? 

①  4장       ② 5-6장       ③ 6-7장       ④ 10-11장 

 

198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는? 

To which church did Paul praised, “for in a severe test of affliction…have overflowed in 

a wealth of generosity on their part.” 
  에베소      ② 마게도냐      ③ 고린도       ④ 아가야 

1) Ephesus;   2) Macadonia;  3) Corinth;  4) Acaia 

 

199 

 

로마서에서 율법과 성령의 법을 다루고 있는 곳은? 

Which chapters in Romans deal with the law of Moses versus law of the Holy Spirit? 

①  3-4장      ② 4-5장        ③ 6-7장       ④ 7-8장 

 

200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문제을 다루는 곳은? 

Which chapters in Romans deal with the salavation of Israel? 

①  3-4장      ② 4-7장        ③ 9-11장      ④ 13-14장 

 

201 

 

로마서에서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 목표지는? 

According to Romans, what is Paul’s ultimate missional destination? 

  로마       ② 일루이곤      ③ 서바나       ④ 두아디라 

 Rome    2) Illyricum   3) Spain   4) Thyatira 

 

202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표시한 곳은? 

Where in the NT refers Christ as the “last Adam”? 

 고전 15장    ② 고전 8장    ③ 롬 8당    ④ 롬 11장 

 1) 1Cor. 15;  2) 1Cor. 8;   3) Romans 8;   4) Romans 11 

 

203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가 있는 서신은? 

Which of the following epistle has, “I, Paul, write this greeting with my own hand. If 

anyone has no love for the Lord”? 

  롬       ② 고전      ③ 고후      ④ 갈 

 1) Romans;   2) 1Corinthians;   3) 2Corinthians;   4) Galatians 

 

204 

 

고전에서 장과 내용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from the 1Corinthians is NOT related correctly: 

①  11장-성만찬   ② 15장-부활  ③ 8장-우상제물   ④ 6장-결혼, 독신 

1) Chap. 11-Lord’s Supper;   2) Chap. 15-Ressurection of the body;  3) Chap. 

8-Food sacrificed to the idols;   4) Chap. 6-Marriage, Celibecy 

 

205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chapter describes Pauls’ rebuking of Peter?  

  갈 2장     ② 갈 3장     ③ 갈 4장     ④ 갈 5장 

1) Gale. 1;  2) Gal. 3;   3) Gal. 4;   4) Gal. 5 

 

206 

 

바울은 자신을 어디 지파라고 말하는가? 

What tribe does Paul himself say he belongs to: 

  베냐민      ② 유다      ③ 에브라임       ④ 잇사갈 

1) Banjamin;  2) Juda;   3) Abraham;   4) Issachar 

 

207 

 

육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기록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mentions of desires of the flesh, desires of the eyes and pride 

in pos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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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② 약      ③ 벧후      ④ 요일 

1) John;   3) James;   2) 2Peter;   3) 1John 

208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한 사람은? 

Who claimed he has the mark of Jesus on his body? 

  스데반      ② 베드로      ③ 바울      ④ 요한 

1) Stephan;  2) Peter;   3) Paul;   4) John 

 

209 

바울이 회심 후 아라비아로 갔음을 말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recorded Paul’s journey to Arabia after his conversion? 

  행          ② 고전        ③ 고후      ④ 갈 

1) Acts;   2) 1Corinthians;   3) 2Corinthians;   4) Galatians 

 

210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Who introduced Paul to the discples in Jerusalem? 

  아나니아      ② 바나바      ③ 아볼로      ④ 아굴라 

 Ananias;  2) Barnabas;   3) Apollo;   4) Aquila 

 

211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났는가? 

Regarding who did Paul and Barnabas had a dissension that cause them to part their 

ways to their own missionary journey? 

  마가        ② 실라         ③ 아볼로       ④ 누가 

1) Mark;   2) Silas;   3) Apollo;   4) Luke 

 

212 

 

사도행전의 사도회의에서 금지한 내용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what the council of Jerusalem prohibited? 

  우상제물    ② 피와 목매어 죽인 것    ③ 음행    ④  거짓 

1) things sacrificed to idols;  2) things that has been strangled and blood;   3) 

Sexual immorality;  4) Lies 

 

213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라고 가르침을 주는가? 

Spirit of the Lord directs Paul to travel to where in Asia? 

  마게도냐     ② 갈라디아      ③ 이달리아      ④ 구브로 

1) Macadonia;   2) Galatia;   3) Italy;   4) Cyprus 

 

214

.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여인은? 

What is the name of a woman from Thyatira, a seller of purple goods? 
루디아       ② 다비다       ③ 브리스가       ④ 아굴라 

1) Lydia;  2) Tabitha;   3) Prisca;   4) Aquila 

 

215 

 

아레오바고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Areopagus? 

  아덴        ② 고린도         ③ 빌립보         ④ 데살로니가 

1) Athens;  2) Corinth;   3) Philippi;   4) Thessalonica 

 

216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는? 

Who is the one that only knew of the baptism of John the Baptism? 

  아굴라       ② 아볼로        ③ 바나바       ④ 디도 

1) Aquila;   2) Apollo;   3) Barnabas;   4) Titus 

 

217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not one of the sermon at Areopagus? 

②   알지 못하는 신          ② 하나님의 창조 

③  예수의 십자가 죽음       ④ 예수의 부활 

1) Unknown god;   2) God’s creation;   3) Death of Jesus on the cross;   4) 

Resurrction of Christ 

 

218 

 

 

로마서 1:1절에 나오는 본문이 아닌 것은? 

Which is not a part of Romans 1:1? 

④   하나님의 뜻을 따라        ② 예수 그리스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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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④ 복음을 위하여 택정 

1) By the will of God;  2) A servant of Christ;  3) Call to be an apostle;  4)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219 

롬 4장에서 믿음의 인물로 언급된 사람은? 

In Romans chapter 4, which of the following was mentioned as a man of faith? 

②   아브라함, 모세     ② 아브라함, 다윗   

③  아브라함, 엘리야    ④ 아브라함, 이사야 

1) Abraham, Moses;  2) Abraham, David;  2) Abraham, Elijah;  4) Abraham, Isaiah 

 

220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는 로마서 어디에? 

①  3장      ② 4장      ③ 5장      ④ 6장 
 

221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분파가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e sect mentioned in 1Corinthians? 

  아굴라      ② 게바      ③ 그리스도      ④ 바울 

1) Aquila;  2) Cephas;   3) Christ;   4) Paul 

 

222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     )안에  있음이라�에 해당하는 

말은? 

Fill in the blank: “For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talk but in (    ).” 
  기쁨        ② 사랑      ③ 능력      ④ 지혜 

1) Joy;   2) Love;   3) Power;   4) Wisdom 

 

223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가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장은? 

Where in 2Corinthians compares of the old covenant with the new convenant? 

①  3장         ② 4장       ③ 5장      ④ 6장 

 

224 

 

바울의 서신 서두에 사도의 칭호가 없는 서신은? 

Which of Paul’s epistle does not contain the title of “apostle” in the beginning? 

  고전       ② 고후      ③ 갈       ④ 빌 

1) 1Corinthians;  2) 2Corinthians;  3) Galatians;   4) Philippians 

 

225 

 

고린도 교회의 선교 모금을 위해 바울이 파송한 대표적인 사람은? 

Who was sent by Paul to the Church of Corinth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fferings? 

  디도       ② 디모데       ③ 소스데네     ④ 실라 

1) Titus;   2) Timothy;   3) Sosthenes;   4) Silas 

 

226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라는 

바울의 선교원칙을 제시한 서신은? 

Where did Paul wrote his missional principle, “I make it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not where Christ has already been named”? 

  롬       ② 고전       ③ 고후       ④ 갈 

1) Romans;   2) 1Corinthians;   3) 2Corinthians;   4) Galatians 

 

227 

 

�바울의 수난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a compressed description of Paul’s suffering? 

  롬9장      ② 고후11장       ③ 갈 5장       ④ 빌 2장 

1) Romans 9;   2) 2Corinthians 11;   3) Galatians 5;   4) Philippians 2 

 

228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자유의 복음을 

언급한 곳은? 

Where is the gospel of freedom,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written? 

  고전        ② 갈       ③ 엡      ④ 살전 

1) 1Corinthians;   2) Galatians;   3) Ephesians;   4) 1Thessalonians 

 

229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    )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I, Paul, an old man and now a prisoner also for Christ Jesus—I appeal to you for my 

child, (    ), whose father I became in my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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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        ② 디모데         ③ 두기고         ④ 오네시모 

1) Titus;   2) Timothy;   3) Tychicus;   4) Onesimus 

230 

 

예수가 천사, 모세, 아론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한 책은? 

Which book wrote, Jesus is greater than angels, Moses, Aaron? 

  롬        ② 고후       ③ 딛        ④ 히 

1) Romans;   2) 2Corinthians;   3) Timothy;   4) Hebrews 

 

231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저버린 사람은? 

Who deserted Paul in his love for the world? 

  마가        ② 데마         ③ 실라        ④ 스데바나 

1) Mark;   2) Demas;   3) Silas;   4) Stephanas 

 

232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한 분은? 

Who spoke,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예수      ②  베드로        ③ 요한       ④ 바울 

1) Jesus;   2) Peter;   3) John;   4) Paul 

 

233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기록한 곳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record the persecution of churches? 

  고전        ② 갈         ③ 빌         ④ 살전 

1) 1Corinthians;   2) Galatians;   3) Philippians;   4) 1Thessalonians 

 

234 

 

가정의 질서를 말한 가훈표가 기록된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recorded the order of household? 

  고전        ② 빌         ③ 골         ④ 살전 

1) 1Corinthians;   2) Philippians;   3) Colossians;   4) 1Thessalonians 

 

235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기록된 곳은? 

Where is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recorded? 

  고전        ② 빌         ③ 골         ④ 살전 

1) 1Corinthians;   2) Philippians;   3) Colossians;   4) 1Thessalonians 

 

236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Where is “For whatever does not proceed from faith is sin” recorded? 

  롬          ② 고전        ③ 히        ④ 약 

1) Romans;   2) 1Corinthians;   3) Hebrews;   4) James 

 

237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누구인가? 

Who are hygelus and Hermogenes? 

②  바울을 버린 자들        ② 바울의 동역자들 

③  바울의 친척들           ④ 바울을 도운 자들 

1) Those who deserted Paul;  2) Paul’s fellow workers;  3) Paul’s cousin;   4) 

Those who helped Paul 

 

238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표기하는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refers Jesus as theh priest after Melchizedek? 

  히 7장       ② 히 12장       ③ 약 4장      ④ 롬 5장 

1) Hebrews 7;   2) Hebrews 12;   3) James 4;   4) Romans 5 

 

239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한 자는? 

Who delivered the letters to the churches or Colossia and Philippi? 

오네시모      ② 두기고       ③  아리스다고      ④ 에바브라 

1) Onesimus;   2) Tychicus;   3) Aristarchus;   4) Epaphras 

 

240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된 성도는? 

Who was the first fruit (converts) in Achaia? 

  가이오        ② 고넬료       ③  빌레몬        ④ 스데바나 

1) Gaius;   2) Cornelius;   3) Philemon;   4) Steph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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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되도다�고 기록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recorde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막        ② 행        ③  고전       ④ 갈 

1) Mark;   2) Acts;   3) 1Corinthians;   4) Galatians 

 

242 

 

신약에서�바벨론�이란 이름이 나오는 책은? 

Which book in the NT mentioned of “Babylon”? 

  벧후      ② 벧전     ③ 유      ④ 롬 

1) 2Peter;   2) 1Peter;   3) Jude;   4) Romans 

 

243 

 

“찬송하리로다�는 말이 나오는 서신은? 

Which of the following epistle does Paul greets in the beginning with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고후      ② 골       ③ 갈       ④ 살전 

1) 2Corinthians;  3) Colossians;   3) Galatians;   3) 1Thessalonians 

 

244 

 

예수의�나는 … 이다�란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has the most recording of Jesus’ “I am…”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45 

 

4복음서 중�게바�란 이름이 나오는 복음서는? 

From the four gospels, which gospel mentions of the name “Cephas”?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46 

 

 

다음 서신들 중 가정윤리(아내들과 남편들, 자녀들과 부모들, 종들과 주인들 간의 

(윤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서신은? 

From the following letters of Paul does NOT have ethics of households (wives and 

husbands, children and parents, servants and masters)? 

  엡        ② 골        ③ 딤전       ④ 살전 

1) Ephesians;  2) Colossians;   3) 1Timothy;   4) 1Thessalonians 

 

247 

 

다음 서신들 중 악의 목록이 나오지 않는 서신은? 

Which of the following doe NOT contain the list of evil nature? 

  고전      ② 살후      ③ 갈         ④ 롬 

1) 1Corinithans;  2) 2Thessalonians;  3) Galatians;  4) Romans 

 

248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Which of the following appears the word, “Maranatha”? 

  롬        ② 고전      ③ 고후       ④ 살 

1) Romans;  2) 1Corinithans;  3) 2Corinthians;  4) Thessalonians 

 

249 

 

다음 신약의 구절들 중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대망이 나오지 않는 곳은? 

Which of the NT verses dos NOT mention of Jesus’ imminent return? 

  살전 5:1-11  ② 고전 7:29-31  ③ 롬 13:11-14  ④살후 2:1-12 

1) 1Thess. 5:1-11;  2) 1Cor. 9:29-31;  3) Rom. 13:11-14;  4) 2Thess. 2:1-12 

 

250 

 

다음 구절들 중 안수와 관련이 없는 구절은? 

Which of the following passages is not related to the laying on of hands? 

  딛 3:1-2     ② 행 6:1-6     ③ 딤전 4:14    ④ 딤후 1:6  

1) Tit. 3:1-2;  2) Acts 6:1-6;  3) 1Tim. 4:14;   3) 2Tim. 1:6 

 

251 

 

창조의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 구절은? 

Which of the following verse does not reference Jesus as the mediator of creation? 

  고전 8:6     ② 골 1:16       ③ 히 1:2         ④ 엡 1:3 

1) 1Cor. 8:6;   2) Col. 1:16;   3) Heb. 1:2;  4) Eph. 1:3 

 

252 

 

음행한 연고의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됨을 말씀하신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mentions of divorce in the case of sexual im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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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53 

 

예수의 변모를 언급하고 있는 서신은? 

Which of the epistles mention about Jesus’ transfiguration? 

  고후         ② 약            ③ 벧전        ④ 벧후 

1) 2Corithians;  2) James;   3) 1Peter;   4) 2Peter 

 

254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recorded the miracle of Jesus feeing 5,000? 

  마, 막, 눅    ② 마, 눅, 요      ③ 막, 눅, 요    ④ 마, 막, 눅, 요 

1) Matt, Mark, Luke;  2) Matt, Luke, John;  3) Mark, Luke, John;  4) Matt, Mark, 

Luke, John 

 

255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In which of the gospel Jesus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마, 막        ② 막, 눅         ③ 눅, 요        ④ 마, 눅 

1) Matthew, Mark;  2) Mark, Luke;  3) Luke, John;  4) Matthew, Luke 

 

256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Jesus said, “Wherever the corpse is,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마, 막        ② 마, 눅         ③ 마, 요        ④ 막, 눅   

1) Matthew, Mark;  2) Mark, Luke;  3) Matthew, John;  4) Mark, Luke 

 

25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Where is thi verse,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from? 

  마, 눅        ② 마, 요         ③ 막, 눅        ④ 마, 막, 눅 

1) Matthew, Luke;  2) Matthew, John;  3) Mark, Luke;  4) Matthew, Mark, Luke 

 

258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은 본문은?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deal with Christian conduct and government? 

막 12:13-17   ② 마 12:38-42    ③ 롬 13:1-7  ④ 벧전 2:13-17 

1) Mark 12:13-17;  2) Matt. 12:38-42;  3) Rom. 13:1-7;  4) 1Pet. 2:13-17 

 

259 

 

막 12:28-34, 마 5:43-44, 눅 6:27-28, 갈 5:14이 다루고 있는 계명은? 

What is the commendment Mark 12:28-34, Matt. 5:43-44; Luke 6:27-28 and Gal. 

5:14 deals with? 

  믿음      ② 소망       ③ 사랑       ④ 순종 

1) Faith;  2) Hope;  3) Love;  4) Obedience 

 

260 

 

노아에 관해 언급하는 책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book doe NOT mention of Noah? 

  마        ② 히         ③ 벧전       ④ 유 

1) Matthew;  2) Hebrews;  3) 1Peter;  4) Jude 

 

261 

 

아브라함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책은? 

Which of the book does NOT mention of Abraham 

  마        ② 막         ③ 눅         ④ 벧전 

1) Matthew;  2) Mark;  3) Luke;  4) 1Peter 

 

262 

 

예수의 종말에 관한 예고가 있는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mentions of Jesus’ warning of his own death? 

①  4복음     ② 공관복음    ③ 마, 눅     ④ 막, 요 

1) All four gospels;  2) Synopic;  3) Matthew, Luke;  4) Mark, John 

 

263 

 

 

복음서 중에서 예수의 사역 패턴이 갈릴리-예루살렘인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clearly shows Jesus’ ministry route to be Galilee-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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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64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사가 기록된 곳은?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Jesus’ cleansing of the temple? 

  공관      ② 4복음      ③ 마, 눅       ④ 마, 막, 요 

1) Synopic;  2) Four gospels;  3) Matthew, Luke;  5) Matthew, Mark, John 

 

265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의 투옥이 나타나는 위치는? 

In the gospel of Luke, when does imprisionment of John the Baptism appear? 

②  예수의 제자 파송 직후      ② 예수의 제자 파송 직전 

③  예수의 세례 직전           ④ 예수의 시험 사건 후 

1) Immediately after Jesus’ send out of his disciples;  2) Just before Jesus’ send out 

of his disciples;  3) Just before Jesus gets baptized;  4) After Jesu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266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복음서는? 

In which of the gospel Jesus says, “But if it is by the Spirit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67 

 

예수의 12제자 명단이 기록된 곳은? 

Were in the bible the list of 12 disciples of Jesus is recorded? 

  공관복음     ② 4복음     ③ 마, 막     ④ 4복음과 사도행전 

1) Synoptic;  2) Four gospels;  3) Matthew, Mark;  4) 4 gospels and Acts 

 

268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사가 기록된 복음은?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Jesus’ walking on the sea? 

  마, 막, 요   ② 막, 눅, 요      ③ 공관복음    ④ 4복음 

1) Matthew, Mark, John;  2) Mark, Luke, John;  3) Synoptic;  4) Four gospels 

 

269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recorded, Jesus entering the Jerusalem on a donkey and the crowd 

welcoming him holding palm branches?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0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시 무리가“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고 환호했다는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following gospel recorded the crowd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recorded during 

Jesus’ triumphal entry to Jerusalem?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1 

 

 

마 10장, 막 3장, 눅 6장에 나타나는 공통된 기사는? 

What does Matt. 10, Mark 3 and Luke 6 in common? 

④  하나님 나라 비유         ② 벙어리 귀신 축출 

⑤  예수의 제자 명단         ④ 예수의 금식 논쟁 

1) Parables of Kingdom of God;  2) Drive out demons from a mute;  3) List of 

disciples of Jesus;  4) Jesus’ response to debate of fasting 

 

272 

 

예수의 시험 장소가 광야-산-성전의 순서로 되어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lists the place of Jesus’ temptation in order of the wildernss, 

mount of transfiguration and the Jerusalem temple? 

  마        ② 막         ③ 눅         ④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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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3 

 

예수께서 새벽기도를 하셨다는 언급이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Jesus praying in the early morning?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4 

 

예수께서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하신 도시 가운데 하나는? 

Which of the following city did Jesus performed most miracles? 

  가버나움     ② 나사렛     ③ 가나     ④ 막달라 

1) Capernium;  2) Nazareth;  3) Cana;  4) Magdalene 

 

275 

 

벳세다 소경 고친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corded the healing of the blind in Bethesda?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6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gospel recorded Jesus healing of blind man at birth?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7 

 

예수께서 30세 될 때에 로마 황제는? 

Who was the emperor of Rome when Jesus was 30 years old? 

  아구스도      ② 디베료      ③ 네로      ④ 글리우디우스 

1) Quirinius;  2) Tiberious;  3) Nero;  4) Claudius 

 

278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셨다는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reported that Jesus prayed after after being baptized? 

   마           ② 막          ③ 눅          ④ 요 

1) Matthew;  2) Mark;  3) Luke;  4) John 

 

279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Which of the parables only appear in the gospel of John? 

  겨자씨       ② 진주        ③ 무화과      ④ 포도나무 

1) Mustard seed;  3) Precious pearl;  4) Fig tree;  4) Vine 

 

280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은? 

Miracle of Jesus that only appears in the gospel of Luke? 

④  축귀이적                ② 나병치유 이적             

⑤  소경고친 이적           ④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이적 

1) Drive out demons;  2) Healing of leprosy;  3) Healing of blind;  4) Raising the 

widow’s son from the dead 

 

28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란 어구가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gospel has the most of Jesus’ “Truly, I say unto you”?  

  마       ② 눅        ③ 막        ④ 요 

Matthew;  2) Luke;  3) Mark;  4) John 

 

282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때 방문하는 사람은? 

Who came to visit at the feast when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백부장     ② 헬라인들      ③ 니고데모     ④ 사두개인들 

1) Centurion;  2) Greeks;  3) Nicodemus; 4) Saducees 

 

283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한 것이 아닌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nother another name for the Holy Spirit? 
 



	   105	  

  보혜사    ② 진리의 영     ③ 위로자       ④ 권세자 

1) Counselor;  2) Spirit of Truth;  3) Comforter; 4) Authority 

284 

 

“아겔다마”의 뜻은? 

What is “Akeldama” mean? 

  곤두박질    ② 황폐       ③ 피밭      ④ 창자 

1) Plummet;  2) blight;  3) field of blood;  4) Bowels 

 

285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구분 없이 성령을 보여주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Which prophet foretold the in the last days, the Spirit will show upon all flesh without 

measure? 

호세아      ② 요엘       ③ 미가      ④ 스바 

1) Hosea;  2) Joel;  3) Micah;   4) Zephaniah 

 

286 

 

예수의 부활을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은? 

Who prophesied the resurrection of Christ in the OT? 

  다윗       ② 나훔        ③ 엘리야    ④ 나단 

1) David;  2) Nahum;  3) Elijah;  4) Nathan 

 

287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말을 

했을 때의 청중은? 

Who was the crowd that hear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②   일반 무리           ② 명절에 올라온 유대인들 

③  열시당원들           ④ 산헤드린(공회) 

1) General crowd;  2) Jews who came up for the feast;  3) Open council members;  

4)  Jewish court (Sanhedrin) 

 

288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What is the summary of Stephen’s sermon? 

④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②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신다 

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④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신다 

1) God only dwells in the temple;   2) God loves the temple;  3) God does not only 

dwells in the temple;  4) God only works in the temple 

 

289 

 

 

바울이 에베소를 첫번 방문한 것은 언제인가? 

When did Paul visit Ephesus? 

④  1차 선교 여행시         ② 2차 선교 여행시 

⑤  3차 선교 여행시         ④ 1차 선교 여행 하기 전 

1) During 1st missionary journey;   2) During 2nd missionary journey; 

3) During 3rd missionary journey;   4) Before his 1st missionary journey 

 

290 

 

바울이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으로 만난 도시 이름은? 

Where did Paul first meet a couple from Rome, Aquila and Precilla? 

  고린도      ② 아덴       ③ 에베소       ④ 데살로니가 

1) Corinth;   2) Athens;   3) Ephesus;   4) Thessalonica 

 

291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 예언을 했던 곳은? 

Where did prophet Agabus prophesied about Paul? 

  에베소     ② 가이사랴       ③ 구브로      ④ 예루살렘 

1) Ephesus;  2) Caesarea;   3) Cyprus;   4) Jerusalem 

 

292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논하는 죄는 특히? 

In Romans 1, what is a particular sin Paul is discussing? 

②  유대인의 죄                ② 이방인의 죄 

③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④ 그리스도 교인의 죄 

1) Sins of Jews;  2) Sins of Gentiles;  3) Sins of both Jews and Gentiles;  4) Sins of 

 



	   106	  

Christians 

293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특히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논하는가? 

In Romans 5, what particular liberation is Paul speaking of? 

  죄         ② 사망       ③ 율법          ④ 성령 

1) Sins;   2) Death;   3) Law;   4) Holy Spirit 

 

294 

 

로마서 8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세력은? 

What for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Romans 8? 

  죄          ② 사망        ③ 율법         ④ 성령 

1) Sins;   2) Death;   3) Law;   4) Holy Spirit 

 

295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비유는? 

What is the metaphor used in Romans 9? 

④   접붙힘의 비유         ② 토기장이 비유 

⑤  농부 비유              ④ 운동경기 비유 

1) Grafting;   2) Potter;   3) Farmer;   4) Race 

 

296 

 

 

로마서 14-15장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What is the theme in Romans 14-15? 

②  이스라엘의 구원        ② 이방인의 구원 

③  약한 자에 대한 윤리    ④ 자연신학 

1) Salvation for Israel;  2) Salvation for Gentiles;   3) Ehtics for the weak;   4) 

Theology of nature 

 

297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      )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did not know God through wisdom, it 

pleased God through the folly of what we (    ) to save those who believe.” 
  기도      ② 십자가       ③ 원수사랑      ④ 전도 

1) Prayer;  2) Cross;  3) Loving the enemy;  4) Preach 

 

298 

 

“주와 합하는 자는 한 (         )이니라” 

“Bu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becomes one (    ) with him.” 
  몸        ② 마음         ③ 영            ④ 지체 

1) Body;  2) Heart;   3) Spirit;   4) Unit 

 

299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몇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냐? 

According to the 1 Corithians, Paul is now writing how many letter to them?  

  첫 번    ② 두 번       ③ 세 번       ④ 네 

1) First;  2) Second;  3) Third;   4) Fourth 

 

300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이혼 조건은? 

According to Paul what is another condition for divorce other than sexual immorality? 

 ①  불신자와 함께 살다가 불신자가 갈리고자 하는 경우 

 ② 짝 믿음의 경우 

④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경우 

⑤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 

1) Married to unbeliever and he/want wants divorce;  2) If the spouse is an 

unbeliever; 3) When a husband physically abuses wife;  4) If a wife cannot bear a 

child 

 

301 

 

 

 

 

고전 10장 1-22절에서 바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In 1 Cor. 10:1-22, what is Paul emphasizing? 

 ①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형제 위해 삼가라. 

 ② 우상의 제물은 결코 먹어서는 안된다 

④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좋고 안먹어도 좋다 

⑤  우상의 제물은 특정인들에게만 금기식품이다 

1) Can eat meat sacrificed to idols but do not if it causes a brother who is weak in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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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umble 

2) Do not eat meat sacrificed to idols 

3) Free to eat or not eat meat sacrificed to idols 

4) Meet sacrificed to idols is a taboo food for certain people 

302 

 

고전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는? 

What is the theme in 1Cor. 14 that Paul is emphasizing? 

  방언     ② 예언     ③ 예언과 함께 예배질서     ④ 사랑 

1) Tongue;   2) Prophesy;   3) Prophesy regarding orderly worship  4) Love 

 

303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     )영이  

되었나니” 

“Thus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became 

a (    ) spirit.” 
  살려주는    ② 죽은    ③ 생명을 주는    ④ 일으키는 

1) Sparing;   2) dying;   3) life-giving;  4) Standing 

 

304 

 

바울이 고린도후서 3-6장에서 논하는 주제는? 

What is the theme Paul is speaking in 1Cor. 3-6? 

  율법의 보편성  ② 성도의 부활  ③ 사도의 직분 ④고린도인들의 편협함 

1) Universality of the law;   2) Resurrection of the saints;   3) Apostleship; 

4) 

 

305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율법보다 몇 년이나 더 먼저 나타났는가? 

How much earlier God’s convenant appear before the Law? 

①  120년     ② 400년       ③ 430년      ④ 630년 

1) 120 years;  2) 400 years;   3) 430 years;   4) 630 years 

 

306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     )답게 강건하여라” 

“Be watchful,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    ), be strong.” 
  장부        ② 성도        ③ 남자       ④ 베드로 

1) Full-grown man;  2) Saints;  3) Man;   4) Peter 

 

307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referred the saints as “fragrance of Christ”? 

딤후 2:15    ② 고전 8:13    ③ 고후 3:2     ④ 고후 2:15 

1) 2Tim. 2:15;  2) 1 Cor. 8:13;  3) 2Cor. 3:2;  4) 2Cor. 2:15 

 

308 

 

“교회는 그의 몸이니 (     )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     )이니라.”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    ) (    ).” 
  그, 뜻     ② 몸, 충만     ③ 만물, 충만    ④ 하나님, 뜻 

1) is, his plan;   3) embodies, all in all;  4) fills, all in all;  4) God is, his plan 

 

309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란 말씀이 있는 곳은? 

Where is the following verse from: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엡 3:15     ② 빌 1:6      ③ 롬 4:5      ④ 고후 1:6 

1) Eph. 3:15;  2) Philp. 1:6;  3) Rom. 4:5;  4) 2Cor. 1:6 

 

310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     )를 배웠노니” 

“I have learned in whatever situation I am to be (    ).” 
   자족하기     ② 적응하기      ③ 기뻐하기     ④ 기도하기 

1) content;  2) adapt;  3) Joyful;  4) Pray 

 

311 

 

바울은 어디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는가? 

From where did Paul sent Timonth to the church of Thessalonica? 

  고린도      ② 아덴      ③ 드로아      ④ 빌립보 

1) Corinth;  2) Athens;  3) Troas;  4) Phili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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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네와 암브레가 대적한 사람은? 

Jannes and Jambres opposed who? 

  바울      ② 모세     ③ 바나바      ④ 가이오 

1) Paul;  2) Moses;  3) Barnabas;  4) Gaius 

 

313 

 

“우리가 항상 (      ) 것을 몸에 짊어짐은…” 

“Always carrying in the body the (    ),” 
   승리한     ② 실패한      ③ 예수 죽인     ④ 예수 살린 

1) victory;  2) Defeat;  3) Death of Jesus;  4) Resurrection of Jesus 

 

314 

 

디도서에서 장로와 감독에 대하여 말한 곳은? 

Where in Titus is mentioned of elders and overseer 

①  1:5-9      ② 3:1      ③ 1:1       ④ 2:1 

1) 1:5-9;  2) 3:1;  3) 1:1;  4) 2:1 

 

315 

 

멜기세덱의 족보가 기록된 곳은? 

Where is the genealogy of Melchizedek is recorded? 

  히       ② 창        ③ 족보가 없음       ④ 대상 

1) Hebrews;  2) Genesis;  3) There are none;  4) 1Chronicles 

 

316 

 

디모데가 놓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곳은? 

Which of the following mentions of Timothy being released? 

  행 26:7      ② 롬 13:7     ③ 딤전 1:23    ④ 히 13:23 

1) Acts 26:7;  2) Romans 13:7;  3) 1Timothy 1:23;  4) Hebrews 

 

317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보내어진 서신은? 

Which letter Paul sent through an elect lady and her children? 

  딛  Titus      ② 요일 1John      ③ 요이 2John        ④ 요삼 3 John 

 

318 

 

유다서에서 언급된 사람의 이름은? Who Is the person mentioned in Jude? 

  다니엘 Daniel    ② 에녹 Enoch    ③ 엘리야 Elijah     ④ 다윗 David 
 

319 

 

적그리스도가 언급된 서신은? Antichrist is mentioned which letter? 

  고전  1Cor     ② 살전 1Th      ③ 벧전 1Pe      ④ 요일 1 Jhn 
 

320 

 

산돌에 대한 말이 있는 곳은? Which book talks about the living stone? 

  유  Jude       ② 벧전 1Pe      ③ 갈 Gal        ④ 롬 Rom 
 

321 

 

계시록에서 1,000이란 숫자가 나오는 장은? In Relevation, in which chapter does the 

number 1,000 appear? 

①  19장       ② 20장       ③ 21장      ④ 22장 

 

322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in the new heaven and earth?  

  열 두 진주문 12 pearl doors    ② 생명나무 Tree of life    ③ 바다 Ocean    

④ 생명수의 강 River of life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 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323 
4복음서 중 예수의 가르침이 주로 긴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복음서는?  From the 4 

books of gospel, which book talks about lengthy teaching of Jesus? 
 

324 
간음하다 잡힌 여인 기사는 요한복음서 몇 장에 나오는가? Which chapter in the book 

of Matthew talks about a woman caught In adultery? 
 

325 
�선한 목자 예수�가 나오는 요한복음서 장은? Which chapter in Matthew talks about 

"Jesus, the Good Shepard"? 
 

326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몇장? What chapter in Acts is the Pentecos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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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감람나무 (참감람나무-돌감람나무)의 비유는 로마서 몇장? Which chapter in Romans 

speaks about the parable of Olive tree? 
 

328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는 로마서 몇장? " 

concerning his Son,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Is from 

what chapter in Romans? 

 

329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몇장? What chapter in Corinthians talks about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330 
“그리스도 찬미송” 이 나오는 빌립보서 장은? What Chapter in Philippians is 

considered “Praise of Jesus”? 
 

331 
갈라디아서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장들은? In Galations, what chapter deals with the 

ethical issue? 
 

   

 
 ★ 다음 내용이 나오는 갈라디아서 장은?  What Chapter are these 

contents from the book of Galations? 
 

332 
바울의 복음은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Pauls preaching is 

revelatios from Jesus Christ. 
 

333 
안디옥 사건(음식 먹는 문제로 게바를 면책함) Antioch Incident (Rebuking Peter 

regarding eating with Gentiles) 
 

334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stand firm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a yoke of slavery.” 
 

335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336 “아바 아버지”(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Abba, Father" (No longer a slave but a son)  

337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the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338 베드로전서는 총 몇 장? How many chapters are in 1Peter?  

339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는 벧전 몇장 말씀? What chapter in 1 Peter states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340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가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Book talks about the parable  

"House built on Rock"? 
 

341 
“네 번의 복 선언” 과 “네 번의 화 선언” 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Book of the Gospel has “Four Blessed” and “Four Woes”? 
 

34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Book of Gospel 

reports about Jesus washing the feet of his disciples? 
 

   

 
★서로 관련된 것을 줄로 이으시오. Draw a l ine that corresponds with each 

other 
 

343 

344 

345 

과부의 헌금 Widows offering                                  ㄱ. 행 1장 Acts1 

엠마오의 제자 Disciples of Emmaus                           ㄴ. 막 2장 Mark 2 

나사로의 부활  Resurrection of Lazarus                       ㄷ. 요 11장 Joh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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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347 

348 

349 

350 

351 

352 

보혜사 성령의 약속  Promise of the counseling Holy Spirit      ㄹ. 눅 21장 Luke 21 

의심 많은 도마  Doubting Thomas                          ㅁ. 눅 24장 Luke 24 

예수와 니고데모 Jesus and Nicodemus                      ㅂ. 요 3장 John 3 

맛디아를 뽑음(제자로) Matthias chosen (as one of the discple) ㅅ. 막 1장   Mark 1 

예수의 사죄선언 Jesus declared Apology                     ㅇ. 요 14장 John 14 

예수의 세례  Baptism of Jesus                           ㅈ. 마 28장 Matt 28 

부활 예수의 선교 명령                                   ㅊ. 요 20장 John 20 

Mission command for the ressurected Jesus                                          

   

 ★ 서로 관련된 내용을 줄로 이으시오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요 1:14                     ㄱ.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 1:8                      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후 5:20                   ㄷ. 땅끝까지 이르러 

마 5:9                      ㄹ.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 13:44                    ㅁ.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막 1:15                     ㅂ.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 

막 2:19                     ㅅ.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15:34                    ㅇ.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눅 4:18                     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 8:11                     ㅊ.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Jn. 1:14         a. Blessed are the peacemakers, 
Acts 1:8         b.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2Cor. 5:20       c. to the end of the earth 

Matt. 5:9         d. be reconciled to God. 

Matt. 13:44      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Mk. 1:15         f. As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they cannot fast. 

Mk. 2:19         g, Eloi, Eloi, lema sabachthani? 

Mk. 15:34        h.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Lk. 4:18         i. Neither do I condemn you 

Jn. 8:11         j.,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 서로 관련된 것들을 연결하시오.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                          ㄱ. 요15 

아나니아와 삽비라                                 ㄴ. 행 5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                              ㄷ. 행 21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ㄹ. 요 4 

과부의 헌금                                       ㅁ. 롬 13 

사랑은 율법의 완성                                ㅂ. 눅 21 

열처녀의 비유                                     ㅅ. 마 25 

방언과 예언                                       ㅇ. 고전 14 

가라지의 비유                                     ㅈ. 마 13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ㅊ. 눅 10 

Paul imprisoned in Jerusalem        Jn. 15 

Ananias and Sapphira               Acts 5 
Jesus is the true Vine               Acts 21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Jn. 4 

Offering of the Widow               Rom. 13 

Love completes law                 Lk. 21 

The parable of the10 virgins                Mat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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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e and Prophecy               1Cor. 14 

Parable of the weeds                   Matt. 13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 

   

 ★ 서로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시오.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고전 13:1            ㄱ.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계 22:13             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요일 4:7             ㄷ.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약 2:14              ㄹ.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고전 1:22            ㅁ.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 21:16             ㅂ.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8:29              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 7:13              ㅇ.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 

요 11:25             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눅 15:21             ㅊ.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Cor. 13:1   a. For Jews demand signs and Greeks seek wisdom 

Rev. 22:13   b. If someone says he has faith but does not have works? 

1Jn. 4:7     c.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Jam. 2:14 	    d.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1Cor. 1:22   e.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Jn. 21:16    f.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k. 8:29     g.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Matt. 7:13    h.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Jn. 11:25    i.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Lk. 15:21    j. Enter by the narrow gate 

 

   

 ★ 서로 관계된 내용을 연결하시오.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ㄱ. 마 5:16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ㄴ. 마 4:4 

나는 세상의 빛이니                                  ㄷ. 고전 15:4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ㄹ. 고후 5:1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ㅁ. 요8:12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ㅂ. 롬 7:24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ㅅ. 요일 5:4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ㅇ. 갈 6: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ㅈ. 마 7: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ㅊ. 마 5:44 

Matt. 5:16   a.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Matt. 4:4 	     b.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1Cor. 15:44  c. I am the light of the world 

2Cor. 5:1    d. Wretched man that I am 

Jn. 8:12     e.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Rom. 7:24   f. if the tent that is our earthly home is destroyed 

1Jn. 5:4     g. For whatever one sows, that will he also reap 

Gal. 6:7     h. For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Matt. 7:8    i. Love your enemies 

Matt. 5:44   j.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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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393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한 책과 장 절? 

Which book and chapter refers Jesus Christ as “end of the law”? 
 

394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책과 장 절은? 

Which book and chapter says,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apart from the law”? 

 

395 십자가의 지혜    Widsom of the Cross  

396 그리스도의 향기    Frangrance of Chirst  

397 안디옥 사건(바울과 게바)   Antioch incident (Paul and Peter)  

398 
롬 3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According to Romans 3:25, What did God put forth Christ as?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99 
 천국 복음이 제일 먼저 언급된 복음서는? 

Which is the first gospel mentions of the heavenly gospel? 
 

400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는 말이 기록된 서신은? 

Which epistle recorded,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401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견된 두 사람은? 

Who were the two people sent with Paul and Barnabas to deliver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the Jerusalem? 

 

402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는 어느 왕 누구? (     왕     ) 

Who is the king, “He is without father or mother or genealogy,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but resembling the Son of God”? 

 

403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면한 사람은? 

Who wrote a letter of encouragement for the “saints to to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404 
바울이 로마를 거쳐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한 곳은? 

Where was the place Paul was going to preach the gospel going through Rome?  
 

405 

 

선한 싸음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자에게 예비된 면류관은 (     )의 면류관이다 

The crown prepared for Paul and the saints who have fought the good fight, finished 

the race and have kept the faith, is the crown of (    ). 

 

406 

공관복음서 중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하셨다는 기사가 없는 것은? 

Which of the synoptic gospels does not have the record of Jesus ascending to heaven 

after his resurrection? 

 

407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랑한 것은? 

What did Paul boast about in 2Cor. 11? 
 

408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제자는? 

When Jesus was going to Bathany to resurrect Lazarus, which of the disciples said,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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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동행한 사람은? 

Who went with Tychicus to deliver the letter to Colossians? 
 

410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맺은 열매 가지 수와 시기는?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how many kinds of fruits yielding how often were 

the tree of life on the either side of the river of water of life?  

 

411 

빌레몬서의 수신자 중 자매 압비아와 아킵보와 그 집 교회와 또 한 사람은? 

Among the recipients of the letter of Philemon, who was the thired person besides 

Apphia and Achippus, and the church in the hosue? 

 

 

412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 서신은? 

In which letter did Paul pray for the saints to “know the breadth and length and height 

and depth, and to know the love of Christ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413 
귀신축출이 예수님의 첫 이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recorded Jesus’ casting out demons as his first miracle? 
 

414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터이니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여…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한 사람은? 

Who is the person encourage the saints to shepherd the flock of God that is among 

you, not under compulsion, but willingly, as God would have you…to examples to the 

flock”? 

 

415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법은? 

What law did it free 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416 
요한삼서의 수신자는? 

Who wrote the letters of John (1, 2, 3)? 
 

417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 온 예언자들 중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사람은? 

From the prophets came from Jerusalem to Antioch, who prophesied that there will be 

a great femine? 

 

418 
바울서신 중 재림이 가장 많이 언급된 서신은? From the books which Paul wrote, 

which book talks a lot about Jesus' second coming? 
 

419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는? "For all who 

draw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 is written in what book? 
 

420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좇아간다” 는 바울의 말이 기록된 서신은? Paul said" one thing I do: Forget what is 

behind and strain toward to what is ahead" is where is this passage? 

 

421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송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데리고 온 변호사는? 

For the lawsuits agains Paul who was the spokeman that high priest and elders 

brought to the governor Felix? 

 

422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주님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한 

서신서는? Which book states that Lords day is like 1000years and a 1000years is like 

a day. 

 

423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고받은 사람은? 

Who exhorted the saints, “For while bodily training is of some value, godliness 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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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n every way, as it holds promise for the present life and also for the life to 

come”? 

424 
고린도전서 3:18에서 바울이 말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은? How do one 

become a "wise/knowledgeable" person as it states in 1Cor3:18? 
 

425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는 축복으로 끝나는 서신은? " Now may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t all times and In every way. The Lord be with all of 

you" Which book states this passage and ends the book with a Blessing?  

 

426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권면한 사람은? As 

teachers, he knew we will be judged more. Who urges others not to become teachers? 
 

427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성도의 상태를 표현한 다른 말은? According to 1 Corth 

15, in other words, hows is the believer of dead is described? 
 

428 

성전 제사 대신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한 시선은?  

Who exhorted, “Through him then let us continually offer up a sacrifice of praise to 

God, that is, the fruit of lips that acknowledge his name”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 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42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복음서는? Which book 

of the gospel state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430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특별히 강조한 서신은? Which book especially 

emphasizes on the love amongst Christian brothers? 
 

431 
“사탄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는 말씀이 있는 복음서는? Which 

book states,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432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는 말씀이 있는 복음서는?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is from what book? 
 

433 

바울이 연보에 대해 교훈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한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Where did Paul teach regarding annual 

giving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434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 Look out for the 

dogs, look out for the evildoers" is from which letter? 
 

435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Is from what passage? 
 

436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는 말씀이 있는 서신은? "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is from what passage? 

 

437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서신은? Which letter of 

Paul names most people in his greetings? 
 

438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s wrote an 

event of Jesus wshing one’s feet? 
 

439 
바울이 자기의 자랑스런 이력을 나열한 서신은? Which letter lists Paul’s prou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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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이미 죽은 성도들의 구원문제를 특별히 다룬 바울 서신은? Which letter of Paul talks 

about the salvation of the dead? 
 

441 
재림 지연 문제를 특별히 취급한 바울서신은? Which letter of Paul addresses the 

problem to the delay of Jesus' second coming?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 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442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장은? What chapter in Mattew is the 

parable of "The unforgiving servant"? 
 

443 사도행전 2:1-13에 기록된 사건은? What is recorded in Acts 2:1-13?  

444 
행 6:1에 등장하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구분되는 다른 파의 이름은? In Heb 6:1, The 

people from the Hebrew tribe are distinguishable from what other tribe? 
 

445 
롬 3:21에 의하면 이제 율법 외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According to Rom 3:21, 

apart from the law, what is known? 
 

   

  ★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줄로 이으시오. Draw a l ine to the one that relates  

446 

447 

448

448 

449 

롬 4장                      ㄱ. 아담-그리스도  

롬 5장                      ㄴ. 아브라함의 믿음  

롬 6장                      ㄷ.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롬 7장                      ㄹ. 죄로부터의 자유  

롬 8장                      ㅁ. 성령 안에서의 삶   

Rom. 4                    a. Adam-Christ 

Rom. 5                    b. Abraham’s faith 

Rom. 6                    c. Freedom from the law 

Rom. 7                    d. Freedom from sin 

Rom. 8                    e. Life in the spirit 

 

   

 ★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줄로 이으시오. Draw a l ine to the one that relates  

450 

451 

452 

453 

454 

고전 1장  1Cor. 1                      ㄱ. 아바, 아버지 Abba, Father 

고전 11장  1Cor. 11                    ㄴ. 화해의 직분 Ministry of reconciliation 

고전 15장  1Cor. 15                    ㄷ. 성만찬 전승 The Last supper 

고후 5장  2Cor. 5                      ㄹ.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갈 4장  Gal. 4                         ㅁ. 부활의 장 Resurrection Chapter 

1Cor. 1                      a. Abba, Father 

1Cor. 11                     b. Ministry of reconciliation 

1Cor. 15                     c. The Last supper 

2Cor. 5                      d. The wisdom of God 

Gal. 4                       e. Resurrection Chapter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 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455 마태복음에서 전도 파송장은? In Matthew, what chapter talks about mission send off?  

456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는 말씀이 있는 장은? In Matthew, what 

chapter talks about "entering through a narrow gate/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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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4복음서 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상을 특히 강조한 복음서는? Of four 

Book of the Gospels, which book emphasizes especially more on the fact that  God 

is with us? 

 

458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충만 기사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In Acts chapter 2, 

what is immediately talked about right after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the 

Pentecost? 

 

459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성전을 공격한 설교를 한 사람의 이름은? In 

the midst of many sermons that was preached in Acts, who preached on the rebuking 

regarding the temple? 

 

460 
바울이 헬라의 첫 성인 빌립보에 건너간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의 장은? What chapter 

in Acts does it state that Paul crossed over to to the first Greek city, Philipi? 
 

461 “목사” 란 직명이 나오는 복음서는? In which epistle is the title “pastor” is mentioned?  

462 “출교” 란 말이 나오는 복음서는? Which of the gospel mentions of the word “expel”?  

462 

예수의 구속사역을 특히 구약의 제사제도의 빛 하에서 설명한 서신은? Which letter 

explains about Jesus' redemptive work and sacrifices in the light of the Old testament 

system? 

 

   

  ★ 관계있는 것끼리 줄을 그으시오. Draw a line to the one that’s related   

463 

464 

465 

466 

467 

468 

469 

 롬 5장 Rom. 5                ㄱ. 우상의 제물 Sacrifice to Idols 

 롬 6장 Rom. 6                ㄴ. 성령 안에서의 삶 Life in the Spirit 

 롬 7장 Rom. 7                ㄷ.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롬 8장 Rom. 8                ㄹ. 성만찬 전승 Last Supper 

 고전 1장 1Cor.1              ㅁ. 아담-그리스도 유형론 Adam- Typology of Christ 

 고전 8장 1Cor. 8              ㅂ. 죄로부터의 해방 Liberation from sin 

 고전 11장 1Cor. 11            ㅅ.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Liberation from the law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 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470 
예수께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얻은 적대자들이 칭한 예수의 명칭은? Because 

of the people that Jesus often met, what was Jesus was called what by his enemies? 
 

471 
막 10:45에 의하면 예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According to Mark 10:45, what 

was Jesus' purpose/motive coming to earth? 
 

472 
예수의 십자가의 수난과 죽으심에 가담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Who were involved in 

the death and suffering of Jesus on the cross? 
 

473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 복음서는? What book of the gospel talks 

about th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474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가 선출된 동기는? What was the motive in electing 7 deacons in 

the early church? 
 

475 
로마서 몇 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Which chapter in Romans  

deals with the problem of salvation of the Israelites?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 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476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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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     )을 부르러 왔노라” (괄호 안을 채우시오.) Fill in the 

blank: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I 
came not to call the (    ), but (    ).” 

477 바울이 디모데를 무엇이라 불렀는가?(딤전 1:2) What did Paul call Timothy? (1Ti1:2)  

478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는 말씀이 나오는 베드로전서 장은? In what 

chatper/verse in 1 Peter states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제3부 성구 암송 문제 
 

1 
마태복음 1:1 

Matthew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2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3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4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Z)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AA)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5 

 

 

마태복음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6 

 

마태복음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7 

 

 

마태복음 7:7-8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8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So
 
whatever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also to them,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9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10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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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시니이다 

Simon Peter repli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11 

 

마태복음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And I tell you,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12 마태복음 18: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among them. 

13 마태복음 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And whatever you ask in prayer, you will receive, if you have faith. 

14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And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 and first commandment. And a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15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16 마가복음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17 마가복음 1: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18 마가복음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And ris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he departed and went out to 

a desolate place, and there he prayed. 

19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And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20 마가복음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And he said to them,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21 

 

마가복음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22 마가복음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23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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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24 

 

누가복음 9:23-2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25 

 

 

요한복음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26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27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28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29 

 

요한복음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30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31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whoever does not obey the Son sha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remains on him. 

32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33 

 

요한복음 8:31-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So Jesus said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in him,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34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26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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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요한복음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36 

 

요한복음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t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37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38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he it is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 

39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have said to you. 

40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41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42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43 

 

요한복음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Until now you have asked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44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45 

 

요한복음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But these are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46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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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48 사도행전 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And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49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50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faith,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51 

 

로마서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re justified by his grace as 

a gif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52 

 

로마서 4:20-21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No distrust made him waver concerning the promise of God, but he grew strong in his 

faith as he gave glory to God, fully convinced that God was able to do what he had 

promised. 

53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54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55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56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57 

 

 

 

로마서 8:28-29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8 

 

 

로마서 8:31-32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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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59 

 

 

로마서 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Becaus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60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61 

 

 

로마서 14:7-8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For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then, whether we live or whether we 

die, we are the Lord's. 

62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63 

 

고린도전서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ight understand the things freely given us by God. 

64 

 

고린도전서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65 

 

고린도전서 4:1-2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This is how one should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they be found trustworthy. 

66 

 

고린도전서 9: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For if I preach the gospel, that gives me no ground for boasting. For necessity is laid 

upon me.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67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that is not common to man. God is faithful, and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your ability, but with the temptation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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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린도전서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69 

 

고린도전서 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70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in the Lord your labor is not in vain. 

71 

 

 

고린도후서 2:14-15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But thanks be to God, who in Christ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and 

through us spreads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everywhere. For we are the 

aroma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72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73 

 

 

고린도후서 9:6-7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The point is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Each one must give as he has decided in his 

heart,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74 

 

고린도후서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75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76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77 

 

갈라디아서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one sows, that will he also r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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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And let us not grow weary of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will reap, if we do not 

give up. 

79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80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us both one and has broken down in his 

flesh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81 

 

에베소서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mature manhood,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82 

 

 

에베소서 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and is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s, and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83 

 

에베소서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84 

 

에베소서 5:16-18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85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who,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being born in the likeness of men.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86 

 

 

 

 

빌립보서 3:12-14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this or am already perfect, but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Brothers, I do not consider that I 

have made it my own.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strain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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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빌립보서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88 

 

 

빌립보서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89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90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nd my God will supply every need of your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91 

 

골로새서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If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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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3:15-17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all wisdom,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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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cry of command, with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who are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94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95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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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97 

 

디모데전서 4:7-8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Have nothing to do with irreverent, silly myths. Rather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for 

while bodily training is of some value, godliness is of value in every way, as it holds 

promise for the present life and also for the life to come. 

98 

 

 

디모데전서 6:11-12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But as for y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steadfastness, gentleness.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and about which you mad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99 

 

디모데후서 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er who has no need 

to be ashamed, right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100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etent,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101 

 

 

디모데후서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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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103 히브리서 2: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For because he himself has suffered when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104 

 

히브리서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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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soul and of spirit, of joints and of marrow,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106 

 

히브리서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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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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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He entered once for all into the holy places, not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by means of his own blood, thus securing an eternal redemption. 

109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And just as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and after that comes judgment, 

110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And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not neglecting 

to meet together, as is the habit of some, bu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drawing near. 

111 

 

히브리서 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For 

by it the people of old received their commendation. 

112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whoever would draw near to God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113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114 

 

 

베드로전서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knowing that you were ransomed from the futile ways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like that of a lamb without blemish or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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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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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But in your hearts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to anyone who asks you for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yet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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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For Christ also suffered	  once for sins,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being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118 베드로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ing all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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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20 

 

 

요한일서 2:15-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desires of the eyes and pride in possessions—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121 

 

 

 

요한일서 3: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Beloved, we are God's children now,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appeared;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because we shall see him as he is. 

And everyone who thus hopes in him purifies himself as he is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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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서 5:11-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God gave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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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요한일서 5:14-15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And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toward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in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s that we have asked of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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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삼서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Beloved,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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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