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5

Through the Bible #25

열왕기상 1장 ~ 22장 (2014. 6. 22. ~ 6. 28.)

1 Kings 1 ~ 22 (2014 week #25)

이름:

목장:
문제

Name:
답

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할 때 함께

모의한 제사장은?

⑵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누구에 의해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나요?

⑶ 솔로몬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

하는 꿈을 꾸었나요?

⑷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솔로

몬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주었던 왕의 이름은?

⑸ 솔로몬 왕이 매년 세입금으로 거두어들인 금의 무게는

얼마였나요?
⑹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

⑺

⑻
⑼

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
셨나요?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태
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어디에서 불살랐나
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누구에게서 은 두 달란트로 산을
사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나요?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아합 왕에게 주기를 거절했던 것
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는?

⑽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점수

Shepherd Group(목장):

Question
⑴ What is the name of the priest who supported

Answer

Adonijah to become king?
⑵ Who killed Joab at the tent of the LORD?
⑶ The LORD appeared in Solomonʼs dream during
the night after making sacrifices at what city?
⑷ What is the name of the king who kept
Solomon supplied with all the cedar and pine
logs he wanted?
⑸ What was the weight of the gold that Solomon
received yearly?
⑹ The Lord raised up an adversary, the Edomite
from the royal line of Edom, against Solomon
because he did not keep the LORD's command.
What is the name of this person?
⑺ Asa deposed his grandmother Maacah from her
position as queen mother, because she had
made a repulsive Asherah pole. Where (in which
valley) did he cut the pole down and burn it?
⑻ From whom did Omri king of Israel buy the hill
for 2 talents of silver and built a city on that
hill and called it Samaria?
⑼ What did Naboth the Jezreelite refuse to give to
king Ahab?
⑽ Which prophet declared the death of king
Ahab?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