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본문의 범위와 순서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따릅니다. 3년에 성경일독을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문제에 답하신 후에 성경문제 제출함에 넣으시고 채점된 지난주 문제지를 찾아가세요.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33회)                     2020년 8월 16일

< 역대하 22장 ~ 28장 >                              이  름:

1.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악을 행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대하22:        )

2.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다윗 자손)를 모두 죽이는 가운데 살아남은 아하시야 왕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대하22:        )  

3. 아달랴를 왕위에서 내쫒고 다시 다윗의 자손(요아스)으로 유다의 왕을 세운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대하23:        )  

4.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대하24:        )   

5. 이에 이들의 죄를 책망하다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죽임을 당한 여호야다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대하24:        )

6.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대하25:        )

7. 이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그들을 무슨 말로 꾸짖었나요? (대하25:        )

8. 웃시야 왕이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대하26:        )

9. 이를 지적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웃시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대하26:        )

10. 유다 왕 요담이 점점 강하여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하27:        )

   

11. 선지자 오뎃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로잡아 온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대하28:        )

  “너희의 (           ) 중에서 사로잡아 온 (           )를 놓아 (                ) 하라. 

  여호와의 (           )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12.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떤 우상을 제사하며 섬겼나요? (대하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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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34회)                     2020년 8월 23일

< 역대하 29장 ~ 35장 >                              이  름:

1.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대하29:       )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        )를 등지고 또 (          )을 닫으며 (        )을

  끄고 성소에서 (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         )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2.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전한 

  말은 무엇인가요? (대하30:        ) 

  

3.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원래 1월에 지키던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하30:       )  

4. 유월절이 끝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대하31:       ) 

  

5.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남 유다도 멸망시키고자 침범했습니다. 이 위기 중에 히스기야는 

  누구와 함께 기도했나요 ? (대하32:      )

6.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요? (대하32:     )

7.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나요? 

  (대하33:       )

8.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하34:       )

9.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대하34:      )

10. 요시야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절기는 무엇인가요? (대하35:    )

  

11. 유다 왕 요시야가 죽자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하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