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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도 3 

요한복음 예상 문제 

 

1.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 강 건너편 어디였나? (1:28)  

(1) 베다니   (2) 벳세다   (3) 디베랴   (4) 가버나움 

 

2.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른 예수님의 제자 이름은? (1:42)  

(1) 빌립   (2) 게바   (3) 야고보   (4) 유다  

 

3.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과 그 가족들과 제자들이 간 곳은? (2:12)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     ) (     )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9-21) 

 

5. “아들을 (     ) 자에게는 (     )이 있고 아들에게 (     )하지 아니하는 자는 (     )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     )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36) 

 

6.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     ) 

일을 행한 자는 (     )의 부활로, (     ) 일을 행한 자는 (     )의 부활로 나오리라” (5:28-

29) 

 

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 

(       ) (     ) (     ) (   )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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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행하는 것은? (7:21-23)  

 

9.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       )라 하며, 어떤 

사람은 (       )라 하며 어떤 이들은 (       )가 어찌 (       )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       )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7:40-42)  

 

10. 요한복음 10 장 10 절을 암기하시오.  

 

11.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한 사람은? 

(11:49-52) 

 

12.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     )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   )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   )은 (     )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     )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5: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