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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윗 왕을 이어서 스스로 높여서 왕 위에 오르려고 한 사람은?
#

다윗 왕을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솔로문의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가?

2.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며 누구에게 벌을 하라고 하는가?
#

다윗은 40년간 동치를 한다. 어디에서 얼마나 통치했는가?

3. 아도니아의 옹위 사건에 연관되어서 그리고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1,3
장)
4. 솔로몬은 태평성대와 부위와 영화를 누린다. 나라가 강성해진다. 그의 지혜와 총명을 보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________와 ________을 _______ _______ 주시고 또 _______ 마음을 주시
되 바닷가의 _______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_______ 모든 사람의 지혜와 _______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와서… 그 이름이 _______ _______ 나라
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________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_______ ______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________으로부터 담에 나는 ________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
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________의 ________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5. 솔로몬이 여호와와 다윗의 명령대로 무엇을 짓는가?
6. 솔로몬이 송존울 건축하는 동안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 (돌을 채굴)한 이유는 무엇인가?
#

솔로몬이 그 설계와 식양대로 몇년만에 성전을 건축했는가?

7. 솔로몬이 전의 낭실 앞에 세운 두 기능의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
#

솔로몬이 두로에서 데리고 와서 성전의 놋 일들을 맡아서 감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8.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다. 궤 안에 남아 있던 것은 무엇인가?
#

제사장들이 궤를 성전에 메고 올라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던 이유는?

9. 다음의 빈칸을 채워보자 (9장).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_______하며 ________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______하게 ______하여 나의 _______을 _________ 그곳에 두며 나의 ____과 나의
_______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_______의 행함 같이 _______을 온전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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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대로 온갖 것을 ______하여 나의 _______와
_______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_______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
게서 ___________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________ ______하게 하려니와
…
#

솔로몬은 여러 성들을 건축했고 그 중에 많은 유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장)
솔로몬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____과 자기 ___과 _______와 _________성과

______과 ________와 _______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______과 아래 ________을 건축
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________과 _______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10.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사람은?
#

솔로몬은 엄청난 재산과 부를 누린다. 다음의 빈칸을 채우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____________ 금 달란트요
솔로몬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_______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______ 세겔.
솔로몬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____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______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____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왕의 _______과 ______가 천하 ______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____을 ____ 같이 흔하게 하고 _______을 평지의 ______같이 많게 하였더
라

11. 솔로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한 사람들은?
#

솔로몬의 후비들과 빈장들 때문에 섬기게 되는 우상들은?

#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솔로몬의 대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그 중에 2명만 써보자.

12.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했는가?
#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만든 우상은?

어디에 만들었는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나?
13.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벧엘 금송아지 단에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다
여로보암이 손이 어떻게 되었나?
#

여로보암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한 죄는 무엇인가?

14. 여로보암의 가정에 대한 예언을 한 실로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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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인데 무슨죄를 범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했는가? (14

장)
#

르호보암 왕 때에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을 빼앗아 간 왕은 누구인가? (14장)

15. 유다왕의 아사왕이 재위 중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완성해 보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즉위방법

반역(12장)

계승(15장)

반역(15장)

계승(16장)

반역(16장)

반역(16장)

재위기간

22년

12년

16. 유다왕 아사왕 때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아합이 섬긴 우상은?
17.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를 사용하신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곳과
계속 공급하심으로 기근을 통과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18.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이었다.
온 백성의 결론은 무엇인가? 18:39을 써보자.

19.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나? 3명 이름
은?
20. 엘리야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아합왕은 두번이나 승리한다. 어느나라 누구와의 싸움인가?
21. 아합과 이세벨이 탐욕을 통해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며 누구의 소유인가?
22.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