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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_________의 아가라 내게 ___________를 원하니 네 _________이 _________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____________ ___________ 네 이름이 쏟은 __________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_________하는
구나 왕이 나를 _________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네 사랑이 ___________에서 _________이라 처녀들
이 너를 __________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_________ _____________ 게달의
_________ 같을찌라도 솔로몬의 _________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_____________할찌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2. 나의 __________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__________, 나의 ___________ 자야 일어나
서 _________ __________ 겨울도 지나고 _____도 그쳤고 지면에는 _____이 피고 새의 __________ 때
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__________ 곧 ___________을
허는 _________ _________를 잡으라 우리의 ___________에 _____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__________ 속하였고 나는 __________ 속하였구나
3. 내가 밤에 _________에서 __________에 _________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___________
______________
이에 내가 일어나서 _________으로 돌아다니며 _________에 _________하는 자를 __________에서나
큰 길에서나 ____________ 하고 ___________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
기를 내 _________에 __________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_________에
_________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__________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4. 내 사랑 너는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__________ 같고 네 머리털
은 ___________ 기슭에 누운 __________ _________ 같구나... 나의 _________, 나의 _________야 네가
_____ __________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_____ _________
을 빼앗았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_________에 불어서 _________를 날리라 나의
______________ 자가 그 _________에 들어가서 그 _____________ _________ 먹기를 원하노라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____________ 너희가 나의 ____________ 자를 만나거든 내가
_________하므로 _____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_________ ___________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__________ 것이 _____________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__________

것이

_________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_________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___________ __________ ______ 사람에 뛰어난다
6. 나는 _____의 _____________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_________ 속하였다 그가
_________ 가운데서 그 ________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__________이 디르사 같고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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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이 ____________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_________ 같구나... 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_________, 나의 __________ 자는 _________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
미의 ________이요 그 낳은 자의 _________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_________ 자라 하
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________하는구나
7. 나는 ____의 ____________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_________하는구나 나의 _________하는
자야 우리가 _________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_________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____이 돋았는지, _________이 퍼졌는지, ________ _____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_________을 네게 ___________
8. 너는 나를 _____ 같이 ________에 품고 도장 같이 ____에 두라 사랑은 _________ 같이 강하고 투
기는 _________ 같이 잔혹하며 _____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___________의 ____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________ ____이 꺼치지 못하겠고 ________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_____ ________
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나의 _________하는 자야 너는
_________ ___________ 향기로운 산들에서 ________와도 같고 ________ ________과도 같아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