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상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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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를 연결하여 보자 (1 장).
아담 - (

) – 에노스 – 게난...

아브라함의 아들들 - (
(

)(

)(

)(

노아 - 세아들 (

)(

)(

)...

), 이스마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
). 이삭의 아들들 - (

)(

)
)

2.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2 장)

# 다음의 인물들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한 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다가 다말로 인하여 낳은 아들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족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은 아들 중에 솔로몬의 모친은 누구인가?
4.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 야베스의 기도인 역대상 4:10 을 써보자.

5. 이스라엘의 원래 장자의 이름은 누구인가?
#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 주권자가 나오는 지파는?
#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즉 요단 동편에 사는 백성들이 하갈사람들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패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6. 다음의 레위 사람들의 직분과 이름을 찾아보자.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찬송하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일을 행함: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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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슬로보앗과 슬로보앗의 딸은 어느 지파인가?
# 눈과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가?
8. 기스, 사울, 요나단은 어느 지파인가?
9. 유다는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는가?
10. 사울과 요나단은 무슨 산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 사울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11. 다윗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는가?
# 다윗은 여부스 족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을 뺏으면 어떤 보상을 하기로 했는가?
12. 베냐민 지파이면서 성신이 감동하여 다윗을 위하여 군대장관이 된 사람은?
13. 하나님의 궤가 집의 권속들과 함께 석달을 있음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은?
14. 다윗이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14 장)
15.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운반할때 수레에 싣지
않고 어떻게 운반했는가?
16.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한 제사장들은?
17.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가? 17:1 을 써보자.

18.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9.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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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21.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 다윗의 병력 조사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임한 여호와의 사자의 죽음의 칼을 집에 꽃게
한 방법은 무엇인가?
22. 다윗은 성전건축을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23. 레위자손들 제사장들이 새벽과 저녁에 서서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
24.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규례대로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은 몇개의 반차로
되어 있는가?
25. 나팔을 부는 후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이요, 14 아들과 3
딸을 가진 복받은 사람은?
26. 오벧에돔의 가문은 뛰어난 가문이 된다. 찬양을 드리는 직문, 또한 문지기들로
세워진다. 오벧에돔에게서 난 사람들이 몇명인가?
27. 다윗왕의 모사가 된 사람은 누구이며, 왕의 벗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27 장)
28.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28 장)
29.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기술이 아름답다. 29:28 을 써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