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8

Through the Bible #28

역대하 1장 ~ 25장 (2014. 7. 13. ~ 7. 19.)

2 Chronicles 1 ~ 25 (2014 week #28)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몇 대의 병거를 모았나요?
⑵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산의 이름은?
⑶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동쪽에 다섯 개 서쪽
에 다섯 개를 성전 안에 두었다. 맞다□ 틀리다□
⑷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만든 왕은?

⑸ 르호보암이 자신의 모든 처첩(아내 18명과 첩 60명)
⑹

⑺
⑻

⑼

중 누구를 제일 사랑했나요?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여로보암이 큰 용
사 팔십만 명을 택하였을 때 아비야는 군사 몇 명을
택하였나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숫양 7,700 마리와 숫염소
7,700 마리를 바쳤던 사람들은?
암몬,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승
리한 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느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나요?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
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
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맞다□ 틀리다□

⑽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서 데려온 신은 어느 자손의 신들이었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⑴ When Solomon returned to Jerusalem from Gibeon
and accumulated chariots and horses, how many
chariots did he accumulate?
⑵ On which mountain did Solomon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⑶ True/False: There were ten gold lampstands in the
temple, five on the east and five on the west.
⑷ Which king rejected the advice of the elders and
listened to the young men and eventually brought
Israel to be divided into 2 countries?
⑸ Rehoboam had 18 wives and 60 concubines but
whom did he love more than any of his other
wives and concubines?
⑹ When there was war between Abijah and
Jeroboam, how many fighting men did Abijah have
while Jeroboam had 800,000 able troops?
⑺ Who brought Jehoshaphat, king of Judah, 7,700
rams and 7,700 goats?
⑻ Where did Jehoshaphat and his men assemble
and praise the LORD for the LORD had fought
against their enemies, the men of Ammon, Moab,
and the men from Mt. Seir? Name the valley.
⑼ True/False: The reason Jehoram, king of Judah,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y walking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as the house of
Ahab had done, was because he married a
daughter of Ahab.
⑽ When Amaziah returned from slaughtering the
Edomites, whose gods did he bring back?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