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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요4)

“내게 만일 (        )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렸을 것이요”

2. 수가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까? (요4)
(1) 네 번째
(2) 다섯 번째
(3) 여섯 번째
(4) 일곱 번째
(5) 여덟 번째

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해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        )을 유하시매”

4.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시각은 언제였습니까? (요 4)
(1) 여섯 시
(2) 일곱 시
(3) 여덟 시
(4) 아홉 시
(5) 열 시

5.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었습니까? (요5)

6. 베데스다 못가에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는 몇 년 동안이나 앓던 질병에서 해방 되 것이었습니까? 
  (요5)

(1) 8년
(2) 18년
(3) 28년
(4) 38년
(5) 12년

7.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       )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6)

8.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재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       )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6)
(1) 바돌로매
(2) 안드레
(3) 야고보
(4) 요한
(5) 마태

9.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쑤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       )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6)

10.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6)
(1) 헌신하는 것
(2) 봉사하는 것
(3) 예배를 드리는 것
(4) 사역하는 것
(5)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