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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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회)                     2020년 7월 19월

< 역대상 22장 ~ 29장 >                              이  름:

1.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상22:        )

2.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하여 어떤 재료들을 준비했나요? (예: 돌, 백향목) 

  3가지 이상 찾아서 적으세요. (대상22:       )  

3. 다윗이 만들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대상23:       ) 

  

4.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므로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나요? (대상23:       )

5. 아론의 네 아들 중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은 자는 누구인가요? (대상24:       )

6. 다윗 때의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은 아론의 네 아들 중 각각 누구의 자손인가요? (대상24:       )

   사독 -                             아히멜렉 - 

7.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게 무슨 직무를 맡겼나요? (대상25:       )

8. 레위 사람 중 아히야는 무슨 일을 맡았나요? (대상26:       )

9. 다윗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중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상27:        )

   아히도벨 -                         후새 - 

10. 다윗은 솔로몬에게 준 성전과 성물의 설계도(식양)를 다윗이 어떻게 얻었나요? (대상28:        )

11. 다윗은 자기와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했나요? 

  (대상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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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회)                     2020년 7월 26월

< 역대하 1장 ~ 6장 >                              이  름:

1. 솔로몬 시대에 기브온 산당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대하1:        )

2. 그 때에 하나님의 궤(법궤,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나요? (대하1:        )

  

3.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하1:       )  

4. 성전과 궁궐을 짓기 위해 벌목된 나무들은 어떻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운반되었나요? 

  (대하2:       ) 

  

5.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 중 이방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대하2:       )

6. 솔로몬이 어디에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나요? (대하3:       )

7.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대하3:       )

8. 성전에 있는 물두멍과 바다는 각각 무엇을 씻기 위한 것인가요? (대하4:       )

9.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솔로몬이 완성한 새 성전으로 옮길 때에 누가 어떻게  

  옮겼나요? (대하5:      )

10.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긴 언약궤 안에 남아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하5:      )

11. 하나님이 참으로 (          )과 함께 (      )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               )      

  이라도 (      )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            )이오리까. 

  (대하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