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

9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
냐고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13장 본 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어둠에 휩싸이게 됨
2)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됨
3)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심
4)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 준비해야 함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에서 나가실 때, 맹인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두 번 소리 지르나요?

14장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흩어질 것을, 스가랴 13: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 써 보세요.

7장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모든
악한 것들을 적어 보세요.

11장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혐의가
있거든), (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
)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15장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8장 6장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본 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얼마의 양식을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게 하셨나요?

12장 본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다음을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써 보세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믿음 갖기를 격려하셨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에게는,
“

”라고,

”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6장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모두 먹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습니까?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의미합니다)

16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
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장 다음 중 침례요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은 무엇인가요?
1)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
2)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3)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다.
4) 예수님보다 6달 후에 태어났다.

2장 아기 예수님이 정결예식의 날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5장 어부로써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6장 본장에는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십
니다.
복 있는 사람과 화 있을 사람을 구별하여 써 보세요.
1) 복 있는 사람:

2) 화 있는 사람:

3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한 때는 몇 세쯤 되셨을
때 인가요?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
)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
)를 ,
눈 먼 자에게 (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
)하고,
(
)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7장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을 때,
성문입구에서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 밖에 없었던 청년 아들이 죽은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은 (
) 여기시고,
(
)고 말씀하시며,
그 관에 손을 대어 청년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
)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8장 예수님은 내 모친과 내 동생은 곧 어떤 사람들이라
고 말씀하시나요?

9장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다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장 성도님이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로
연극을 한다면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시나요?
왜 그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묵상해 보세요.
1) 선한 사마리아 인
2) 제사장
3) 레위인
4) 강도 만난 자
5) 주막 주인
11장 “심판 때에 (
)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
)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
)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
)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시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
신가요?

12장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곡식을 보관할 곳간을
더 크게 지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
며 즐거워하자고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충고하시
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