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7

Through the Bible #27

역대상 1장 ~ 29장 (2014. 7. 6. ~ 7. 12. )

1 Chronicles 1 ~ 29 (2014 week #27)

이름:

목장:

문제
⑴ 역대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
은 아들은 몇 명인가요?
⑵ 나단은 다윗과 밧수아(밧세바)의 아들이다.

답

Question

점수

⑴ How many sons were born to Keturah, Abraham's
concubine?
⑵ True/False: Nathan was one of the sons of David,
born to him by Bathsheba.
⑶ Whose descendants of the Levites received Golan
in Bashan and Ashtaroth,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⑷ The people of Judah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because of their unfaithfulness. The first
to resettle on their own property in their own
towns were priests, Levites and
.
⑸ How many men of Levi were armed for battle
and came to David at Hebron to turn Saul's
kingdom over to him?
⑹ When David told the leaders of the Levites to
appoint singers in front of the ark of the
covenant to sing joyful songs, who was not one
of the three singers that were appointed?
① Heman
② Asaph
③ Ethan
④ Joel
⑺ David hamstrung all but how many chariot horses
he captured from Hadadezer king of Zobah?
⑻ Whose threshing floor did David buy to build an
altar to the LORD to stop 3 days of plague?
⑼ True/False: Eleazar and Ithamar died before their
father Aaron, and they had no sons.
⑽
Who did not record the events of King David's
reign? ① Samuel ② Joel ③ Nathan ④ Gad

맞다□ 틀리다□

⑶
⑷

⑸
⑹

⑺

⑻
⑼

레위 지파 중 바산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의 자손들인가요?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들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은 제사장
들과 레위인들과 또 누구였나요?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 했던 여러
지파 중에 레위자손은 몇 명이었나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 때 레위사람들이 세운 세 사람이 아닌 사
람은? ① 헤만 ② 아삽 ③ 에단 ④ 요엘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빼앗은 병거 중 몇 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
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나요?
3일 전염병을 막기 위해 다윗은 누구의 타작 마
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나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맞다□ 틀리다□

⑽ 다음 중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는? ① 사무엘 ② 요엘 ③ 나단 ④ 갓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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