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6

Through the Bible #26

열왕기하 1장 ~ 25장 (2014. 6. 29. ~ 7. 5.)

2 Kings 1 ~ 25 (2014 week #26)

이름:

목장:
문제

답

Question

점수

⑴ Before Elijah went up to heaven in a whirlwind,
which place did Elijah and Elisha not visit
together?
① the Jordan ② Bethel ③ Jerusalem ④ Jericho
⑵ What did Elisha put in the pot of poisonous
stew to make it unharmful?
⑶ Where was Elisha when the LORD opened his
servant's eyes and the servant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⑷ How many men had Jehu posted outside the
temple of Baal to kill all the ministers of Baal
inside?
⑸ Until how many years after Joash became king,
the priests still had not repaired the temple?
⑹ Who attacked and assassinated Pekah son of
Remaliah and then succeeded him as king?
⑺ Which prophet sent a message of the LORD to
King Hezekiah not to be afraid of Assyria?
⑻ During the reign of King Josiah, who read the
Book of the Law Hilkiah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⑼ During the reign of King Josiah, which god did
the people, who sacrificed their own son or
daughter in the fire, worship?
⑽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mperial guard,
an official of the king of Babylon, who set fire
to the temple of the LORD, the royal palace
and all the houses of Jerusalem?

⑴

다음 중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방문한 지역이 아닌 곳은?
① 요단 ② 벧엘 ③ 예루살렘 ④ 여리고
⑵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끓인 국에 독성을 없애
기 위해 엘리사가 국에 넣었던 것은?
⑶ 엘리사가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셔서 그가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
게 되었나요?
⑷ 바알 신당에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
의 명령을 따라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나요?
⑸ 요아스가 즉위한 후 몇 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지 않았나요?
⑹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누구의 반역에 의해 목숨을
잃었나요?
⑺ 히스기야 왕에게 앗수르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⑻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⑼ 요시야 왕 당시에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드리던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인가요?
⑽ 시드기야가 잡히고 난 후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
대장 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
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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