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20     년도  성경 평가

포인트 외울 말씀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태복음 4:4).

2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1) 

……………………………………………………………………………   (             )

① 성령              ② 마귀              ③ 하나님              ④ 헤롯 왕

3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3)     

……………………………………………………………………………   (             )

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해보라. 

②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③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돌들을 집이 되게 해보라.

④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보라.

7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8-9)     

………………………………………………………………………………  (             )

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②  로마의 금고를 보여주며, 내가 최고라고 한 번만 말해주면 이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③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④  마귀의 군대를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로마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8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10)

………………………………………………………………………………  (             )

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척하고 모든 것을 받아내셨어요.

②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③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④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1     내가 받은 죄의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9     옆에 있는 동생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해요. 나는 동생을 혼내줄 만큼 힘도 세고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로마서 12:18)

이름:

 학년     반     번   

성경을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7

서술형 문제

선택형 문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십 일 밤낮으로 금식을 마치신 후에      이(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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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3)     

……………………………………………………………………………   (             )

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해보라. 

②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③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돌들을 집이 되게 해보라.

④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보라.

4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마태복음 4:4)    

………………………………………………………………………………  (             )

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셔서 마귀를 놀라게 하셨어요.

②  금식한 사람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시며, 돌들을 마귀에게 던지셨어요.

③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④  어떻게 돌이 떡이 될 수 있느냐고 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6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마태복음 4:7)  

………………………………………………………………………………  (             )

①  예수님은 뛰어내리며 공중 삼회전과 멋진 착지로 마귀를 당황케 하셨어요.

②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대답으로 시험을 피하셨어요.

③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이상한 시험을 하려는 마귀를 혼내셨어요.

④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9     옆에 있는 동생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해요. 나는 동생을 혼내줄 만큼 힘도 세고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로마서 12:18)

10     대부분의 친구가 학교에서 욕을 해요. 오늘도 한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나도 

욕을 할 줄 알아요.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29) 

11     1번 문제에서 답으로 적었던  죄의 유혹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와 같은 유

혹이 찾아올 때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5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5-6)

     

     

     

     

     

     

     

     

         

         

누나, 
공부하지 말고 

나랑 놀자!

방해하지 말고 
혼자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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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어요

선택형 문제

단답형 문제

마귀는 예수님을                          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며 시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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