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엘상 

삼상 5장  하나님의 궤가 불레셋의 가드 성에 갔을 때 무슨 큰 일이 벌어졌
   습니까?   

 

삼상 6장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불레셋 사람은 여호와께 속건제로 금
   독종을 만들었는데 어느 성읍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삼상 7장  “에벤에셀”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상 8장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다스리
   는 것을 싫어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도로 고했을 때 하나님이 하
   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상 9장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삼상10장  왕을 세우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사울은 어디에 숨
   었다고 했습니까?    

 

삼상11장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삼상12장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죄가 큰 것임을 무엇으로 알게 했습니까?  

 

삼상13장  사울왕은 제사장의 일을 함부로 행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삼상14장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상15장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삼상16장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가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상17장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돌 몇 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까?  

 

삼상18장  다윗에게 아내로 준 사울왕의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상19장  미갈은 다윗을 도망시킨 후에 다윗 대신 무엇을 침상에 눕혔습니까? 

 

삼상20장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습
   니까?  
 

삼상21장  아기스왕을 두려워한 다윗은 무슨 흉내를 내었습니까?   

 

삼상22장  사울은 에돔 사람 도엑을 놉에 보내어 제사장 몇 명을 죽였습니까?  

 

삼상23장  사울이 떠난 후에 다윗이 숨어있던 요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상24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옛 속담”은 무어이었습니까?  

 

삼상25장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싸여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  

 

삼상26장  다윗은 몰래 가서 사울의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삼상27장  다윗은 얼마 동안 불레셋 땅에 머물렀습니까?  

 

삼상28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은 어디에 있는 신접한 여인(무당)을 
   찾아갔습니까?  
 

삼상29장  불레셋의 왕은 다윗을 좋아하였으나 누가 다윗을 싫어하였습니까?  

 

삼상30장  다윗의 두 아내와 함께한 백성의 가족들을 누가 납치해 갔었습니까?  

 

삼상31장  사울의 시체가 못박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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