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3

Through the Bible #23

사무엘상 16~31장, 사무엘하 1~4장 (2014. 6. 8. ~ 6. 14.)

1 Samuel 16~31, 2 Samuel 1~4 (2014 week #23)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다음 중 다윗의 친 형이 아닌 사람은?
① 엘리압 ② 아비나답 ③ 삼마 ④ 요나단
⑵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골짜기의 이름은?
⑶ 누가 아히멜렉과 놉 성읍의 제사장 85명을 죽였나
요?
⑷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 몇 명을 보내서 문안하게 했나요?
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⑹

시글락을 침노하고 불사른 아말렉 군대로 다윗 일
행을 안내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⑺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 주민들이었나요?
⑻ 다윗이 아브넬, 이스보셋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요구하였나요?
⑼ 사울의 군대장관인 아브넬은 누가 죽였나요?
⑽ 레갑과 바아나는 무엇을 가지러 온 척하고 이스보
셋의 집에 들어가 그를 찔러 죽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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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OT David's biological brother?
① Eliab ② Abinadab ③ Shammah ④ Jonathan
⑵ What is the name of the valley where David
fought against Goliath?
⑶ Who killed Ahimelech and 85 priests of the town
of Nob?
⑷ When David heard that Nabal was shearing
sheep, how many young men did David send to
Nabal to greet him in David's name?
⑸ How long did David live in Philistine territory?
⑹ What was the nationality of the person who
helped David find the Amalekites who raided and
burned Ziklag?
⑺ Who took care of the burial of Saul and his sons?
⑻ In order to make an agreement with Abner and
Ish-Bosheth, who did David demand of them?
⑼ Who killed Abner, the commander of Saul's army?
⑽ Recab and his brother Baanah entered into the
inner part of Ish-Bosheth's house as if to get what
and killed Ish-Bosheth?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