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2

Through the Bible #22

룻기 1~4장, 사무엘상 1~15장 (2014. 6. 1. ~ 6. 7.)

Ruth 1~4, 1 Samuel 1~15 (2014 week #22)

이름:

목장:
문제

답

Question

점수

⑴ What kind of harvest was beginning when Naomi
returned with Ruth from Moab to Bethlehem?
⑵ Who was Ruth's first husband?
⑶ When Hannah went up to Shiloh with her husband
Elkanah to offer the annual sacrifice, what did she
take to Samuel?
① a robe ② food ③ money ④ empty hand
⑷ How many times did the LORD call Samuel when
Samuel finally answere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⑸ How old was Eli when he died?
⑹ After the Philistines returned the ark and was
moved to the city of Kiriath Jearim, it stayed there
for how many years?
⑺ What 3 places did Samuel go on a circuit judging
Israel from year to year?
⑻ When Samuel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a
king, where was Saul found hiding?
⑼ How was Abner, the commander of Saul's army,
related to Saul?
⑽ What did Samuel not do because Saul did not
carry out God's commands regarding attacking the
Amalekites?
① cried out to the LORD all night
② destroyed all the sheep and cattle
③ killed Agag king of the Amalekites
④ rebuked Saul

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때는 무슨 추수를 시작할 때였나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룐 중 룻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였나요?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
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① 겉옷
② 음식
③ 용돈
④ 빈손
사무엘은 하나님이 몇 번째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
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나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전사소식과 함께 여호와의 궤
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놀라서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몇이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기럇여아림으로 옮긴
후 여호와의 궤는 그 곳에 얼마동안 있었나요?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3곳은
어디인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
을 때 사울은 어디에 숨어있었나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관계는?

⑽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 사무엘이 한 일이 아닌 것은?
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음 ② 양과 소를 진멸함
③ 아말렉 왕 아각을 직접 처형함 ④ 사울을 책망함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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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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