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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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회)                     2020년 7월 5월

< 역대상 10장 ~ 15장 >                                 이  름:

1.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요? (대상10:       ) 

2.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기 전에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대상11:        )

3. 요압은 어떻게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나요? (대상11:       )  

   

4. 베냐민 지파 출신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위하여 군대장관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상12:       )

5.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어디에 모였나요? (대상12:       )

6. 다윗은 기럇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나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대상13        )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함 - 민4:15)

7.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 있는 석 달을 동안 그의 집과 소유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대상13:        )

8. 다윗 왕이 궁전을 짓도록 누가 무엇을 보냈나요? (대상14:        )

9. 오직 누가(어느 지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길 수가 있나요? (대상15:        )

10.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노래를 인도하는 일을 맡은 레위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상15:       )



성경본문의 범위와 순서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따릅니다. 3년에 성경일독을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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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경통독을 위한 문제 풀이 (28회)                     2020년 7월 12월

< 역대상 16장 ~ 21장 >                              이  름:

1.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 사람 중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대상16:        )

2. 그의 성호를 (                )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                    ). 

  (대상16:        )

3.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대상17:       ) 

  

4.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대상17:       )

5. 다윗이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놋으로 솔로몬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대상18:       )

6. 암몬 자손이 아람의 용병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요압의 작전은 무엇이었는지 아래의 

  빈 칸을 채우세요.  (대상19:      ) 

  “(         )은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          )는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했다.”

7. 그 때에 요압은 무슨 말로 서로를 격려했나요? 13절을 쓰세요. (대상19:        )

8.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또 그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상20:       )

9. 인구 조사에 대한 3가지 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갓에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대상21:        )

10.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보낸 천사가 서 있던 곳으로 다윗이 값을 치루고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은 쌓은 곳은 어디인가요? (대상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