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4

Through the Bible #24

사무엘하 5장 ~ 24장 (2014. 6. 15. ~ 6. 21.)

2 Samuel 5 ~ 24 (2014 week #24)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다윗 성이라 불리는 시온에는 원래

어느 민족이 살
고 있었나요?
⑵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선지자는?
⑶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얻은 이름은?
⑷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
하여 요압이 도움을 청한 지혜로운 여인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나요?
⑸ 압살롬의 딸 이름은?
⑹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하
던 사람은?
⑺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를 지휘했던 세 장
수는 누구였나요?
⑻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숨어있던 성으로 옛 속담에
그곳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일을 끝내었던 성은?
⑼ 요압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칼 빼는 담대한 자를 계
수하는데 걸린 기간은?
⑽ 다윗이 칼 빼는 자를 계수한 일로 하나님께서 제안
하신 세 가지 중 다윗이 선택한 징벌은?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⑴ Who lived in Zion, the City of David, before
David captured the city?
⑵ What prophet reported to David God’s revelation
to establish his kingdom forever?
⑶ What name did the prophet Nathan give to
Solomon because the Lord loved him?
⑷ From where did Joab bring the wise woman
and asked her to persuade David to bring back
his son Absalom?
⑸ What is Absalom's daughter's name?
⑹ Who was cursing and throwing stones at David
when he was on the road fleeing from
Absalom?
⑺ Who are the three commanders of David’s army
when they battled against Absalom?
⑻ Name this place: Sheba was besieged in this
city. Long ago people used to say, 'Get your
answer at this place,' and that settled it.
⑼ How long did it take for Joab to count the
number of fighting men in Israel and Judah?
⑽ Which punishment did David choose from 3
options that God gave because he counted the
fighting men?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