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은혜로 성경문제지
[출애굽기] 01.12.2020

이름:

1. 당시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지은 국고성은?(1:11)
2. 모세에 대한 문제 입니다.
1) 모세의 부모는 어느지파(족속)인가?(2:1-4)
2)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는가?(2:5-10)
3)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간 곳은?(2:11-25)
4)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변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하세요
-3:11 권위가 없다(나를 믿지 않고, 내말도 듣지 않으면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3:13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1나는 적합치 않다(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스스로 있는자가 보냈다 하라
-4:10 메시지가 없다(무엇이라 말하리이까)
-대변자 아론이 있지 않느냐
-4:13 말을 할 줄 모른다(말에 능치 못한 자라)
-뱀과 문둥병의 이적을 보이심
3.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은 모세인가? 십보라 인가?(4:18-31)
4. 애굽에 내려진 10대 재앙은 무엇인가?(7장-12장)

5.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릴 것은?(13:2,12)
6.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먹지 말 것은?(13:3)
7.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13:17)
8. 이스라엘이 시내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여 ( )안에 지명이나 절수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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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십계명을 개인적으로 암기하신 후에..순서를 적어 보세요 (암송이 어려우시면 5번 읽기)

10. 매년 지켜야 할 절기는?(23:14-17)
11. 모세가 재물의 피를 취하여 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며 무슨 피라고 했나?(24:4-8)
12. 모세의 종자(시중 드는 자)는 누구인가?(24:13)
13.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도록 했나?(25:1-2)
14.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이으세요(29:10-46)
1) 속죄제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숫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2)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3) 회막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단 뿔들에 바르고…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로
15. 성막 건축을 위해 부름 받은 2사람의 지파와 그들의 이름은?(31:1-6)
(1)지파:
(2)이름:
16.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대대의 표징은 무엇인가?(31:12-17)

17.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34:18-24)
(1)
(2) 칠칠절
(3)
18. 다음의 일은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맡긴 일인지 그 이름을 쓰세요(35:30-35)
1)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공교한 일:
2) 조각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
19.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무엇까지 금했는가?(35:1-3)
20. 서로 관계 있는 말을 찾아 연결 하세요(36장)
1) 지혜로운 사람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2) 백성이 아침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자
3) 모세가 명을 내리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21.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 하세요
(1) 37:1-9 단(분향단)
-조각목, 네모 반듯, 뿔, 정금으로 쌌다 25:10-22
(2) 37:10-16 궤(증거궤)
-조각목, 금테, 속죄소
25:23-30
(3) 37:17-24 등대
-조각목, 손바닥 넓이만한 턱, 기구도 정금 25:31-40
(4) 37:25-29, 상(진설병)
-정금, 살구꽃 형상, 등잔 일곱
30:1-10
22.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것은?(38:8)
23. 거룩한 옷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나?(39:2)
24. 제사장의 흉패에 붙힌 12보석이 상징하는 것은?(39:6-21)
25. 성막을 세운 때는? (4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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