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은혜로 성경문제지
[신명기] 02.02.2020

이름:

1. 세일산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2:1-7)
2.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는?(2:8-23)
3.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의 자손인가?(2:8-9, 17-19/ 창세기 19:30-38)
4.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땅과 그 왕은?(2:26-3;22)
5. 여호와께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것은?(4:13)
6.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2가지 이유는?(7:6-11)
(1) 너희를 (
)을 인하여, (2)열조하게 하신(
)을 인하여
7. 가나안에 들어가면 쫒아낼 일곱 족속은?(7:1)
8.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고 하였는가?(8:11-20)
(1)
(2)
9. 모세가 백성에게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는지 간단히 적으세요
(1)7:18(2)8:2(3)9:7(4)11:2-7-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10. 면제년에 관계 있는 것에는 O표, 관계가 없는 것에는 X표 하세요 (15:1-6)
(1)칠년 마다 (2)이방인에게도 면제 (3)형제에게 꾸인 것은 면제 (4)지켜 행하면 복 받음
11.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는?(15:8)
12.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16:1)
13. 왕 된 자가 많이 두지 말아야 할 3가지는?(17;16-17)
(1)
(2)
(3)
14. 도피성은 누구를 위하여 설치하라 하셨나?(19:4)
15. 적에게 더 많아도 두려워 말라고 한 것 3가지는?(20:1)
16.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1)무죄자의 피를 흘린 죄는 누구의 일인지 모르기에 죄를 제할 필요가 없다.(21;1-9) (
(2)포로로 잡혔다가 아내 된 자는 종으로 팔지 못한다.(21:10-14) (
)
(3)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21:15-17) (
)
(4)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받은 자로 여겨서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21:22-23)(
17. 결혼 후, 일년 동안 군대 면제자가 할 일은?(24;5, 참고 20:7)
18. 각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가?(24:16)

)

)

19.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 할 때는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27:15-26)
20. 29장-30장은 어디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인가?
21. 율법은 1)누가 썼나?(31:9, 24)

2)누구에게 주었나?(31:9)

3)어디에 두나?(31:26)

4)언제 낭독하나?(31:10-11)

2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셔서 어떻게 돌보셨는가?(32:9-12)
1) 호위하시고 (
)하시며, 자기 (
)같이 지키셨다.
2) 마치 (
)가 보금자리를 흩으시며, 자기 새끼를 (
)과 같이 인도 하셨다.
23. 다음은 어느 지파에 대한 축복인가? (33장)
1)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3)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24.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34:9)
안수 받은 그는 무엇이 충만했나?
25. 모세 이후는 모세와 같은 무엇이 일어나지 아니했나? (34:10)
26. 5:2-3을 여러 차례 읽으시고, 마음에 세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