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왕기하 

왕하 1장  아하시아왕은 엘리야에게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왕하 2장  여리고성의 물이 아주 나빠서 농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엘리야
   는 무엇을 물에 던져서 물을 좋게 만들었습니까? 

 

왕하 3장  모압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치는 것을 볼 때에 
   물이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왕하 4장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후 아이는 재채기를 몇 번

   하고 눈을 떴습니까? 
 

왕하 5장  게하시는 엘리사가 모르게 나아만에게 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왕하 6장  아람왕 벤하닷이 쳐들어와 사마리아성을 포위했고 성 안에는 먹
   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때 굶주리던 여인들은 무슨 비참한 
   일을 벌였습니까?    

 

왕하 7장  아람 군대가 모든 식량과 보급물자를 남겨두고 밤중에 다 도망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왕하 8장  유다왕 여호람은 이스라엘왕들이 행한 악을 행하여 아합의 집안
   처럼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왕하 9장  이세벨이 죽은 후에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시체를 찾지 못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왕하10장  예후는 바알 우상을 헐고 멸하였으나 무슨 죄를 계속 범했습니
   까?  

왕하11장  바알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하12장  모반하여 요아스왕을 죽인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하13장  요아스는 울면서 누구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여”라고 했습니까?  
 

왕하14장  아마샤는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왕하15장  누구의 자손이 4 대까지 왕 노릇 했습니까?   

 

왕하16장  아하스왕 때에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왕하17장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당한 후 어디에 사로잡혀 갔습니까?  

 

왕하18장  산헤립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왕하19장  누가 앗수르 군사 18만 5천을 밤중에 송장으로 만들었습니까?  

 

왕하20장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해 그림자가 몇 도 뒤로 물러갔습니까?  

 

왕하21장  백성들이 누구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까?  

 

왕하22장  여호와의 전에서 누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까? 

 

왕하23장  요시야왕을 므깃도에서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하24장  바벨론왕은 맛다니야의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왕하25장  바벨론왕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을 누가 관할하게 하였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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