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1

Through the Bible #21

사사기 1장 ~ 21장 (2014. 5. 25. ~ 5. 31. )

Judges 1 ~ 21 (2014 week #21)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⑵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옷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누구

의 아우인가요?

⑶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

뚝을 박아 죽게 하여 결국 드보라에게 승리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⑷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

툴 것이라 하여 붙여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⑸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던 기드

⑹

⑺
⑻

⑼

⑽

온과 그와 함께 했던 3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기드온이 보복한 사람들은 어디와 어디 사람들이었나요?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말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나무는?
① 감람나무 ② 종려나무 ③ 가시나무 ④ 무화과나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집
으로 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했나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우면서 요단강 나루턱에
서 ‘쉽볼렛’을 ‘십볼렛’으로 발음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나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나요?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몇 명이었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⑴ What was Hebron formerly called?
⑵ Othniel, son of Kenaz, was Israel's judge. Who
was Kenaz's older brother?
⑶ Who killed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by driving a peg through his temple and
ultimately helped Deborah defeat Jabin, the
Canaanite king?
⑷ What did people call Gideon because he broke
down Baal's altar?
⑸ What two cities refused to help Gideon and his
300 men while pursuing Zebah and Zalmunna,
the kings of Midian?
⑹ Jotham told a parable of trees about Abimelech
becoming king to the citizens of Shechem.
Which tree was NOT used in the parable?
① olive tree ② palm tree ③ thornbush ④ fig tree
⑺ Who came out first to meet Jephthah when he
returned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⑻ When the men of Gilead fought against
Ephraim, how many Ephraimites were killed at
the fords of the Jordan by not pronouncing
'Shibboleth' right?
⑼ How many Philistines did Samson strike down
with a donkey's jawbone?
⑽ After the Benjamites lost the battle against the
tribes of Israel, how many Benjamites fled to
the rock of Rimmon and stayed 4 months?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