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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서 

 

1. 요나 이름의 뜻은?  

(1) 암탉   (2) 올빼미   (3) 솔개   (4) 비둘기  

 

2.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도시의 이름은? (1:2)  

(1) 우르   (2) 다시스   (3) 욥바   (4) 니느웨 

 

3.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1:4-5)  

(1) 기도   (2) 금식   (3) 잠   (4) 배멀미 

 

4. 요나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1:9)  

(1) 히브리   (2) 니느웨   (3) 욥바   (4) 다시스  

 

5. 요나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을 안 사람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1:11-16)  

(1) 요나를 원망함   (2) 요나를 바다에 던짐   (3) 육지로 배를 돌림   (4) 1-3 번 다 

 

6.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     ) 때문에 

우리를 (     )시키지 마옵소서 (     )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14-15)  

(1) 불순종, 멸망, 무고   (2) 죽음, 파선, 정죄    

(3) 불순종, 파선, 무고   (4) 생명, 멸망, 무죄  

 

7.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     )를 드리며 나의 (     )을 주께 갚겠나이다. (     )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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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사, 서원, 구원   (2) 예배, 약속, 생명   (3) 예배, 서원, 구원   (4) 제사, 예배, 생명 

 

8. 니느웨에 재앙이 임하지 않자 요나가 하지 않은 반응은? (4:1-2)  

(1) 싫어했다.   (2) 슬퍼했다.   (3) 화를 냈다.   (4) 기도했다. 

 

9.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     )로우시며 (     )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     )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4:2)  

(1) 인애, 자비, 은혜   (2) 은혜, 인애, 은혜   (3) 은혜, 자비, 인애   (4) 자비, 은혜, 인애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     )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9-10)  

(1) 전후, 십이만   (2) 좌우, 십이만   (3) 전후, 이십만   (4) 좌우, 이십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