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성경 기자는 전성기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믿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
하며 묵상해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
)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
)이 충동하였음이라.“

22장 남 유다의 왕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
여 남색하는 자를 추방하였으나, 산당을 그대로 둠으로
써 이후에 우상숭배의 여지를 남겼던 왕은 누구인가요?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2장에는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던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조하여 1장에는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북왕국
아합왕의 아들로 허무하게 죽은 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왕입니까?
1) 여로보암 1세
2) 오므리
3) 여로보암 2세
4) 아하시야

2장 엘리사는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에게
무엇을 구하였나요?

3장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 정벌에 나섰
다가 도중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불평과 원망 대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4장 엘리사에게 각별한 대접한 수넴 여인은 모범적인
봉사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수넴여인은 무엇
이라고 대답하나요?

(이 대답은, “내가 처하여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7장 아람군대가 도망한 것을 성에 전하여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7:9절을 써 보세요.

8장 남왕국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나요?
1)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
2) 북왕국과 함께 아람과 싸웠기 때문
3) 산당을 많이 지었기 때문
4)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

5장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을 고친 사람과,
탐욕과 거짓으로 문둥병이 든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

9장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6장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게 하였던 아람 나라의 왕은 누구
인가요?

10장 예후가 북 이스라엘왕이 되면서 한 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1) 아합의 아들 70 명을 죽이라고 하였다.
2)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고 하였다.
3) 남왕국 아하시야의 형제들은 살려주었다.
4)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불살랐다.

11장 유다의 악한 여왕 아달랴에 대항하여,
당시 7세였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유다 왕국에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에
착수했던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15장 다음 설명에 맞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써 보세
요.
1)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리며 악을 행한 왕:
2) 야베스의 아들로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3)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하여 앗수르 왕 불에
게 바친 왕:

12장 요아스 왕 때에 왕의 서기와 제사장들이 성전의 은
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자신의 장관 베가에 의해 살해된 왕:
5) 앗수르에게 점령당하여, 백성들이 앗수르로 잡혀가게
되었던 때의 왕:

19장 앗수르가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의 공갈과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1) 성전 왕궁의 금과 은을 다 주었다.
2)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3)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둘렀다.
4)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다.

20장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그 징표로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16장 남 유다의 왕으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게 하며) 악한 일을 했던 왕은 누구인가요?

13장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여.” 엘리야의 죽음을 보고 엘리사가 고백한 말
(열왕기하 2:12)을 지금은 누가 엘리사에게 하고
있나요?

17장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므
로 하나님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앗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나요?

21장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킨 왕
은 누구인가요?

14장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를 회복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은 누구인가요?

18장 25세에 왕이 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산당들
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특히 당시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
었던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였는데, 그 놋뱀도 부수고
무엇이라 칭하나요?
(이 단어의 뜻은 ‘놋조각‘입니다)

22장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은 누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