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장 본 장은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율법 교육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1)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삼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
) 하고,
2)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들과 제사장...을 보내었더
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
)

21장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 첫 번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여호람의 악한 정치적
행적들을 2가지 이상 써 보세요.

25장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
니다. 아마샤는 여호와를 신뢰하였을 때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으나,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의 삶은 어떻
게 되었나요?

18장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22장 여호람을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도 악을 행하였는
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26장 아마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웃시야가 왕이 됩니
다. 다음 중 웃시야 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
인가요?
1) 16세에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다.
2) 블레셋 사람들 거주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였다.
3) 그가 강성하여 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4)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나병이 생겼다.

19장 본 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책망
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행한 악한 일과 선한 일은 각각 무엇인
지 써 보세요.
1) 악한 일:

23장 7년의 세월이 흐른 후,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의 재건을 위해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고, 다윗왕가
의 왕위를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세우고,
제일 처음 한 일은 무엇인가요?

27장 웃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됩니
다. 요담 왕이 통치하는 동안 점점 강하여 졌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2) 선한 일:

20장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행한 내용들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
인가요?
1) 여호와께 간구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함
2) 여호와의 전 뜰에 모여 회중들과 기도함
3) 노래하는 자로 군대 앞에서 찬양케 함
4) 산당을 철거하여 하나님께 돌아 옴

24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를 행합
니다. 이에 한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악정을 책망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8장 요담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극심하게 우상숭배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고할 때 더욱 어떻
게 하였나요?

29장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
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
한 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였
나요?

33장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
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복구하였던 신정 왕국
을 무너뜨리고, 산당과 제단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숭
배합니다.
1)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무엇인가요?

에스라 1장 에스라서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도 그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무엇을 꺼내 가져가게 하였나요?

2) 이 징계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겸손해졌나요?

30장 솔로몬 왕 이후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큰 기쁨을
경험한 때는 어느 왕 때 인가요?

34장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이 갑자기 살해를 당하
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의 명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힐기야갸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2장 본 장은 BC 538년에 있었던 1차 포로귀환자 명단입
니다. 총 귀환자는 노비를 제외하고 모두 몇 명이었나
요?

31장 30장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친 히스기야 왕은,
본 장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시키
는 일에 힘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
)을 찾고, (
)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5장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율법에 따른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평안하
던 요시야 왕은 애굽왕 느고와의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가를 지은 사
람은 누구인가요?

3장 본국에 돌아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번제단
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고 드디어 성천건축을 시작합니
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은 어떤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요? (힌트 11절)

32장 본 장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이때 히스가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6장 각 왕의 이름을 써 보세요.
(1) 즉위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하여 폐위된 왕:

2)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2) 애굽왕 느고가 세운 왕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왕:
(3) 18세에 왕이 되어 3개월 10일을 치리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왕:
(4)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11년 치리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왕: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명은 누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