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은혜로 성경문제지
[창세기] 01.05.2020

이름:

1. 다음 각 날 중 창조한 것에 줄로 이으세요(1:3-31)
-첫째 날
-궁창(하늘)
-둘째 날
-땅, 바다, 풀, 채소
-셋째 날
-빛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육축, 곤충, 사람
-여섯째 날
-새, 물고기
2. 창세기 4장을 읽으며 다음 말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1)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2)하나님은 “네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 하셨다(
)
3)하나님은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사모한다’하셨다 (
)
4)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
5)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에 영생을 허락하셨다 (
)
3. 다음 사람들이 살았던 기간(나이)를 적으세요 (5장)
(1)아담(
세), 마할랄렐(
세), 므두셀라(
세), 라멕(

)

세)

4. 노아는 어떤 사람이였으며 홍수 때에 그의 나이는 몇 세였나?(6:9-10, 7:6-12)
5. 아브라함이 생각한 후사(상속자)는 누구?, 하나님은 누가 후사가 되리라 하셨나?(15장)
6.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나?(17:19, 21)
7. 롯과 두 딸이 도망간 성의 이름은?(19:15-23)
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주며 그 씨를 무엇과 같게 하리라는 약속을 했나?(22:17)
9. 훗날 이곳에 무엇이 세워졌나?(대하3:1)
10.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디로 가서 택하도록 했나?(24:1-4)
11. 다음은 에서와 야곱 중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 이름을 쓰세요(25:23-24)
-붉고 전신이 갑옷 같다:
-남의 발꿈치를 잡다:
-익숙한 사냥꾼이다:
-조용한 사람이다:
-이삭이 좋아한다:
-붉은 죽에 현혹됐다:
-리브가가 좋아한다:
-장자의 명분을 샀다:
12. 이삭은 우물을 4번 팠는데, 그 이름 4가지는? (26:6-11)
13. 에서가 40세에 어느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는가?(26:34-35)
14. 서로 관계되는 것 끼리 줄로 이으세요(28장)
1) 야곱의 외삼촌
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2) 에서의 후처
나) 밧단 아람에 사는 라반
3) 하나님의 사자
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4) 벧엘(루스)
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 십분의 일

5) 야곱의 서원

마)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15. 야곱이 벧엘로 올라가고자 한 이유는?(35:3)
16.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막내아들의 이름은?(35:16-21)
17.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35:27-29)
18. 요셉이 꿈 꾼 2가지는 무엇인가?(37:5-11)
-7절
-9절
19. 요셉이 풍년 때에 낳은 2들의 이름은과 의미는?(41:50-52)
1) 이름:
의미:
2) 이름:
의미:
20.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37:29-35)의 생존 소식을 믿지 못하다가 무엇을 보고 기운이 소생하고 믿었
나?(45:25-28)
21. 야곱의 마지막 자녀를 위한 기도 내용을 연결하세요
1) 르우벤
-칼은 자해하는 기계
2) 시므온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3) 레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음
4) 유다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5) 단
-놓인 암사슴이라
6) 납달리
*칼은 자해하는 기계(처음과 같음)
7) 갓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8) 아셀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
9) 잇사갈
-건장한 나귀
10) 스불론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추격
11) 요셉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12) 베냐민
-물어뜯는 이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