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질문을 자르십시오. 테이프를 사용하여 젠가에 질문을 붙일 때,  테이프와 질문이 
매끈하게 붙도록 주의하십시오.

문1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문12 하나님은 아홉째 계명과 열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문13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문14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문15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16 죄는 무엇입니까?

문17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문18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문19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문20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문21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문22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문2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문3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문4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문5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문6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문7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문8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문9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문10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문11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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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문24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문25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26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문27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문28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문29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3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31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문32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문36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문37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문38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39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문33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34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문35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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