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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       )라” (요18)

2.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       )이라” (요18)

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       )라/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18)

(1) 아는 사람
(2) 가족
(3) 친척
(4) 친구
(5)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4.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관정으로 끌고 간 때는 하루 중 언제였습니까? (요18)

5.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

  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       )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요19)

6. ‘돌을 깐 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요19)
(1) 가야바
(2) 가바다
(3) 에바다
(4) 가바야
(5) 가다바

7.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       ) 말로 기록되었더라” (요19)

8.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무엇이 나
왔습니까? (요19)

9.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중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져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19)
(1) 아리마대 요셉
(2) 막달라 마리아
(3) 니고데모
(4) 마리아
(5) 제자들

10.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       )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