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은혜로 성경문제지
[레위기] 01.19.2020

이름:

1. 번제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1:4)
2. 소제의 재물로 쓰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을 찾아 O표 하세요 (2장)
-고운 가루(
) -유향 (
) -화덕에 구운 것 ( ) -번철에 구운 것 (
–누룩 (
) -기름 (
) -꿀 (
)
-소금 (
)

)

3.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1) 재재물은 흠이 있는 것으로도 여호와 앞에 드렸다.( ) (3:1)
(2) 화목 재물은 암컷은 안되고, 수컷만 드리도록 했다.( ) (3:1)
(3) 재물의 기름은 모두 취하여 번제물(단) 위에 올려 불살랐다.( )(3:3-5,9-11,14-16)
(4) 예물의 등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았다. (
) (3:2, 8, 13)
(5) 영원한 규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기름과 피다.(
) (3:17)
4. 사람이 부지중에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어느 동물을 속죄 재물로 드렸나?(4장)
(1)제사장 (4:1-12)--(2)회중 (4:13-21)--(3)족장 (4:22-26)---(4)평민 (4:27-35)--5.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1) 증인이 되어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 5:1
(2) 사람이 부지중에 부정을 저질렀으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없다.( ) 5:2-6
(3) 속건제를 드릴 때 십분의 일을 제사장에게 주었다.( ) 5:14-16
6. 해당되는 것을 연결하세요
(1) 번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 드렸다. (6:1-7)
(2) 속죄제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였다. (6:8-13)
(3) 속건제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 단 위에 불살랐다. (6:14-18)
(4) 소제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렸고
온전히 불살랐다 .(6:19-23)
(5) 화목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회막뜰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6:24-26)
7. 문장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 하세요
1)7장 1-10절은(속죄제 / 속건제)의 규례이고, 11-21절은(화목제/위임제) 규례이다.(7:22-27)
2)번제,소제,속죄제,속건제,위임제,화목제의 규례는(갈멜산/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7:37-38)
8.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힌 복장과 관계된 종류를 모두
쓰세요(8:1-9 -(9가지)

9. 제사장 위임식 숫양을 드릴 때,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어디에 바르고 뿌렸나?(8:22:-28)
(1)바른곳:
(2)뿌린곳:
10.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22-24)
1) 여호와의 영광이2) 불이3) 온 백성이11. 먹을 수 있는 것(정결한 것) 10가지 이상을 적으세요 (11장)

12. 먹을 수 없는 것(부정한 것) 10가지 이상을 적으세요 (11장)
13.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17:11)
14. 하나님이 쫒아낼 백성(가나안 족속)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은?(18:24-30)
15. 육체의 흠이 있는 자에게 허락된 것에는 O표,허락되지 않은 것에는 X표 하세요(21:16-23)
1)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일(

)

2)지성물이나 성물을 먹는일 (

)

16. 다음 보기에서 절기의 날짜와 관계되는 것을 찾아 적으세요 (23:1-36)
안식일(1-3), 유월절(4-5), 무교절(6-8), 초실절(9-14)
오순절(15-21), 나팔절(22-25), 속죄일(26-32), 초막절(33-36)
1)첫 이삭을 드림:
3)정월14일 저녁:
5)초실절부터 50일계속:
7)7월1일

2)일곱째날:
4)정월 15일부터:
6)7월15일
8)7월10일

17. 불순종한 자에게 주는 재앙은 몇 배나 징치한다고 했나? (26:18,21,24,28)
18. 서원한자가 가난하여 감당치 못할 때에 제사장은 무엇대로 값을 정했나?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