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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       )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시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행14)

(1) 이고니온 (2) 안디옥 (3) 밤빌리아 (4) 비시디아 (5) 루스드라

2. 바울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지역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행14)

(1) 제우스 (2) 헤르메스 (3) 오이디프스     (4) 엘렉트라        (5) 시지프스

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       )을/를 쳐서 죽은 불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행14)
(1) 바나바 (2) 바울 (3) 요한 (4) 실라 (5) 마가

4.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       )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향14)

5.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오랜 시간 회의한 후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행15)
(1) 피를 멀리하라
(2) 음향을 멀리하라
(3)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4) 할례를 행하라
(5)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6.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안디옥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로 인해 심히 다툰 끝에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가고 바나바는 (       )을/를 데리고 (       )로/으로 갔습니다.” (행15)
(1) 마가, 구브로 (2) 유대, 루스드라 (3) 마가ㅡ, 길리기아
(4) 유다, 이고니온 (5) 디모데, 길리기아

7.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자,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인들의 비난을 우려하여 할례를 받은 

  후 바울과 전도하러 다닌 사람” (행16)
(1) 시몬 (2) 유다 (3) 디모데 (4) 루디아 (5) 실라

8.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       )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16)
(1) 마게도냐 (2) 아시아 (3) 브루기아 (4) 갈라디아 (5) 무시아

9.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16)

(1) 요한 (2) 아데미 (3) 시몬 (4) 루디아 (5) 실라

10.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       )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행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