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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아디라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16)

(1)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2) 마게도냐 성을 소란하게 하여서
(3) 유대인을 무시한다하여
(4) 로마인의 관습에 어긋나서
(5) 비상한 풍속을 전해서

2.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일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행16)
(1) 큰 지진이 남 (2) 옥 터가 움직임 (3) 옥문이 열림
(4) 매인 것이 벗어짐 (5) 죄수들이 나감

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       )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행17)
(1) 다마리 (2) 야손 (3) 루디아 (4) 시몬 (5) 디모데

4.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       )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17)
(1) 베뢰아 (2) 밤빌리아 (3) 아덴 (4) 이달리야 (5) 고린도

5.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       )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17)

(1) 베뢰아 (2) 밤빌리아 (3) 아덴 (4) 이달리야 (5) 고린도

6. 본도에서 난 유대인으로 바울과 생업이 같아 고린도에서 함께 살며 일한 사람이자, 브리스길라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행18)

7.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       )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

  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       )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
  에게로 가리라” (행18)

8. 바울이 환상 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행18)

(1) 데살로니가 (2) 베뢰아 (3) 아덴 (4) 고린도 (5) 이달리야

9.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라에서 난 (       )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
  이라” (행18)

(1) 아데미 (2) 데메드리오 (3) 아볼로 (4) 소스데네 (5) 디오누시오

10. 바울이 에베소에서 날마다 강론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행19)
(1) 두란노 서원 (2) 베뢰아 (3) 아덴
(4) 아레오바고 (5) 연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