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5-24
1.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        )이요 내 피는 참된 (        )로다” (요6)

2.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사람은 (        )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요6)

3.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       )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요7)

4. 다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드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       )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        )을 가르칠 터인가” (요7)

5. 다음은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해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7)
(1) 니고데모
(2) 베드로
(3) 안드레
(4) 요한
(5) 야고보

6.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요8)
(1)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2)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3)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4)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5)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7. 다음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요8)
(1)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2)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3)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
(4)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5)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8.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       )에서 났고 나는 (       )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       )에 속하였고 

  나는 이 (       )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8)

9.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       )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       )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8)

10.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요8)
(1) 처음부터 살인한 자
(2) 진리에 서지 못함
(3) 거짓말쟁이
(4) 진리를 말하는 자
(5) 거짓의 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