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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눅7)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              )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2. 예수님은 어느 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눅7)
(1) 예루살렘      (2) 베다니      (3) 나인성      (4) 여리고      (5) 가버나움

3.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여인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눅8)

4.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두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요청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눅9)

(1) 베드로와 안드레
(2) 야고보와 요한
(3) 베드로와 요한
(4) 야고보와 안드레
(5) 베드로와 요한

5.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눅9)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      )이 있고 공중의 새도 (      )이 있으되 인자는 (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6. 다음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전도 보고를 하는 칠십 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눅10)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      )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 다음 중 밤중에 와서 떡 세 덩이를 꾸어 달라고 하는 벗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눅11)

(1) 친구 됨으로
(2) 이웃이므로
(3) 간청함으로
(4) 귀찮아서
(5) 열정 때문에

8.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눅11)
“너희가 악할지라도 (      )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      )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9.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눅12)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      )나/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 인도자
(2) 재판장
(3) 서기관
(4) 제사장
(5) 해결사

10.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눅13)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       )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