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은혜로 성경문제지
[민수기] 01.26.2020

이름:

1.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요셉 대신 계수된 2지파는?(창46:20, 민1;32-35, 수14:4)
또한 계수하지 않은 지파는?(1:47-50)
2. 레위인은 무엇에 관계된 일을 하도록 성별 되었는가?(1:47-54)
3.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유는?(3:11-13)
4. 레위의 3아들은?(3;14-20)
5. 레위인으로 회막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나이는?(4:3,23,30,35,38,43,47)
6. 회막에 입참하여 일할 레위인의 수는?(4:47-48)
7.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내용과 다른 것은?(6:22-27)
(1) 너를 지키시기를 (2)은혜 베푸시기를 (3)부유케 되기를 (4)평강 주시기를
8. 레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전신을 어떻게 했나?(8:7)
9. 회의 소집, 진의 진행, 전쟁 때를 위하여 만든 것은?(10:1-10)
10. 모세가 동행하고자 부탁했던 사람으로 광야의 눈이 되리라는 사람은?(10:29-32)
11. ‘다베라’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는? (11:1-3을 읽으세요, 답은 3절 ‘이는’부터)
12.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이유는?(12:1)
13.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요약하세요
1) 그 땅에 대한 총평(13;25-29)
2) 갈렘의 보고(13:30)
3) 함께 갔던 사람들의 보고(13:31-33)
14. 고라의 일당이 반역하였을 때에 고라가 구했던 직분은?(16:1-3, 8-11)
15. 고라 일당은 어떻게 죽었는가?(16:31-33)
또한 그를 동조하던 족장 250인은 어떻게 죽었는가?(16:35)
16. 고라의 행위를 ‘유다서’는 무엇이라 했나? (유다서1:11)
17. 다음 말 중에서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세요(20장-므리바 물 사건)
1) 미리암이 시내광야 가데스에서 죽어 장사되었다.(20:1))
2) 회중이 공박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을 떠나 총회 앞에 엎드렸다(20;2-6)
3)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총회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인다.(20:7-13)
4)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그 아들 엘리멜렉이 제사장이 되었다.(20:22-29)

18. 아론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된 아들은?(20:22-29)
19.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왕이 계략을 꾸몄는가?(22:1-6)
20.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청탁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22:12)

21.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죄를 짓게 한 실제적인 인물은?(25:1-5, 31:16)
22. 인구 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나이는? (26:1-4)
23. 아들이 없을 때에 기업(상속)을 주는 순서는?(27:1-11)

24. 하나님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나?(27:12-14)

25. 요단 동편의 땅인 길르앗에 정착을 요구하여 약속을 얻은 3지파는?(32:1-5,33-42)

26. 레위인에게 준 성읍은 도피성(

성읍), 그 외에 (

성읍)이다. (35:6)

27. 도피성을 제정한 까닭은? (35:9-12)
28.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지파로만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는?(3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