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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2.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무엇인가?
#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누구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는가?

3.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를 섬길 때에 무엇이 희귀하였고, 무엇이 보이지 않았는가?
#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나?

#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는가?

4. 여호와의 언약궤가 누구에 의하여 빼앗겼는가?
#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5. 하나님의 궤의 이동 경로를 써 보자 (5장-6장).

#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 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6. 불레셋 사람들은 계속 내리는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어
디로 가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으로 믿기로 했는가?
7. 여호와의 궤는 벳세매스에서 어디, 누구 집에서, 누가 지키게 했는가?
#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인가?

8.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주시기를 구한다. 8:19-20을 써보자.

9. 사울은 어느지파 누구의 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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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10.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을 어떻게 뽑았는가?
#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사울이 왕으로 뽑힘을 받은 곳은?

11.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군사를 모으고 첫번째로 물리친 족속은 누구인가?
#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는?
12.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는가?
#

삼상 12:16을 써보자.

13. 사울은 몇 살 때에 왕이 되는가?
#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위급함 때문에 어디에 숨었는가?

#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14.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에 무엇에 달리지 않는다고 고백했는가?
#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쳤는데 그들은 누구이었나?

15.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다. 사울은
순종했지만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했는가?
#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하셨다. 무엇 때문인가?

16. 사람이 용모와 신장을 보는것과 달리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는가?

#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후의 다윗에게 생간 변화는 무엇인가?

17. 다윗이 싸워서 이긴 블레셋의 거인 장수는 누구인가?
#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무엇으로 엎드러지게 했는가?

#

다윗의 고향과 아버지의 이름은?

18. 승전한 다윗을 맞는 여인들의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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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악신에 접하여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무슨 일을 행하는가?

#

사울은 다윗의 집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 할 때에 누가 다윗을 구하는가?

19.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였을 때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려고 신호를 보낸 사람
은 누구인가?
20. 다윗을 사랑한 사울의 아들은?
#

20:42을 써보자.

21. 다윗이 놉으로 피하였을 때에 다윗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인가?
#

제사장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다윗은 불레셋으로 도망한다. 거기에서 미친 시늉을 함으로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는가?

22.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을 죽인다. 누가 몇명이나 죽였는가?
23. 다윗과 함께한 용사는 6백명이 된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 요나

단의 신앙고백 23:17 을 써보라.
24. 사울은 3천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섰을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
#

들염소 바위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 사울이 다윗을 추적한 이유를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5.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두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을 살려준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5장, 26장)
#

다윗이 갈멜에서 얻은 지혜로운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26. 광야 앞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죽이자고 한 다윗의 신하는?
#

삼상 26:25을 써보라.

2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얼마나 되는가?
#

다윗과 함께 아기스에게 간 사람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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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울은 불레셋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묻고자 하나 여호와는 대답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사
울의 어떤 시도들에 응답하지 않으셨나?
#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과 대화하려고 누구를 찾는가?
29. 불레셋왕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만 반대한 사람들은?
#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진치고 있었는가?

30.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두 아내와 그의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는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새롭게 세운 율례와 규례는 무엇인가?
31. 사울과 요나단이 치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