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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열왕기상 18-22 장
1.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웅큼과 조금남은 병에 기름으로 공배한 신실한
사람은?18 장(

)

1)사르밧 과부

2)룻

3)나오미

2.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한 산은?18 장(
1)갈멜산

2)시내산

4)마리아

)

3)헤르몬산

4)모리아산

3.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도 이세벨이 무서워 목숨을 살리고자 몸을 피한 곳의
나무는?19 장(

) 1)로뎀나무

2)떨기나무

3)뽕나무

4.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까지의 순서는? 19 장 (
1)지진, 불, 바람

2)바람, 지진, 불

3)불, 바람, 지진

4)종려나무
)
4)바람, 불 지진

5.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마추지 아니한 자의 수는?19 장 (
1)3 천명

2)5 천명

3)7 천명

4)9 천명

6. 이스라엘왕 아합이 포로된 아랍왕 벤하닷을 놓아준 후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20 장(

)

1)자비에 대한 칭찬

2)순종이 제사 보다 낫다.

3)너를 버리노라

4)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7.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은? 21 장(

)

1)벤하닷 2)아합 3)예후 3)하사엘

8. 악을 행한 왕이었으나 아합왕에게 재앙을 즉시 내리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21 장(

)

1)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아들 시대에 벌을 주기로 하였다.
2)백성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였으므로
3)심한 벌을 줄 것을 계획하셨으므로
4) 그에게 영원히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하셨다.
9. 아합왕의 죽음을 예고한 선지자는?22 장(

)

1)엘리야 2)미가야 3)엘리사 4)사무엘

10. 아합왕은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 죽었는가 22 장(

)

1)아람 2)암몬 3)애굽 4)유다

사도행전 16-20 장
11.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은? 16 장(
12. 디모데의 부모는? 16 장(

) 1)다소 2)데살로니가 3)루스드라

4)이고니온

)

1)모두 유대인 2)모두 헬라인 3)부는 헬라인, 모는 유대인

4)부는 유대인, 모는 헬라인

)

13.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일컽음을 받은 사람들은? 17 장(
1)베뢰아

2)이고니온

3)예루살렘

)

4)루스드라

14. 맞는 것에 O 표를 하십시요. 17 장
1)바울이 아덴에서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

)

2)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3)바울은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와 쟁론을 피 하였다.(
4)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

2)빌립보

16. 아굴라의 출신지는? 18 장 (
1)본도(Pontus)

)

)

15.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간 곳은?18 장(
1)고린도

)

)

3)예루살렘

4)에베소

)

2)다소(Tarsus)

3)알렉산드리아(Alexandria)

4)아덴(Athens)

17. 아볼로에 대하여 맞게 설명한 것에 O 표를 하십시요. 18 장
1)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

2)아볼로는 주의 도와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 만을 알았다. (
3)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잘 알고 있었다. (

)

4)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였다.(
5)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고 싶어했다.(
18. 에베소에서 바울이 강론을 한 곳은? 19 장(
1)두란노 서원

2)아데미 신전

)

)
)
3)제우스 신전

19.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으나, 유두고가 죽었던 이유는?20 장(

4)광장
)

1)강론 중 깊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졌다.

2) 감방의 간수들의 가혹행위로.

3)성난 무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4) 지병으로 인하여.

20.열왕기상 18-22장, 사도행전16-20장에서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적어 보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