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장 쌍둥이 형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여 야곱으

로부터 붉은 것(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그리하여 얻게 된 에서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

별명의 뜻: 붉음)

26장 그동안 목축업을 하던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업으

로 100배나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양과 소가 

많고 종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어떤 일

들을 저지르나요?

27장 다음 중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아닌 것

을 찾아 보세요.

  1)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를 받을 것이다.

  2)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

  3)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한 것이다

  4) 칼을 믿고 생활하며, 형을 섬길 것이다.

28장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향합니다. 한 곳에 이

르러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언

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

리는 이곳의 지명은 무엇인가요?

29장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

고 그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각 

아들이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써 보세요.

 

 1) 첫째 이름:               , 뜻:

  2) 둘째 이름:               , 뜻:

  3) 셋째 이름:               , 뜻:

  4) 넷째 이름:               , 뜻:

30장 29장에 이어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고, 라헬도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심으로 첫째 아

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각 아들의 이름과 뜻을 써 보세요.

  

  1) 레아의 다섯째 아들 이름:              , 뜻:

  2)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 이름:             , 뜻:

  3)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이름:              , 뜻:

31장 가족을 이끌고 도주하듯 떠나 귀향길에 오른 야곱

은, 뒤쫓아온 라반과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힌트:52절)

32장 본 장에서는 20여 년간의 밧단아람에서의 도피생

활을 청산하고 귀향하는 야곱에게 더욱 험난한 과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

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하여 어떤 선물을 준비하였나요?

33장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눈물과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가

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쌓은 

제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4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였으

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은 누구인가요?

35장 하나님은 딸 디나의 강간사건이라는 교훈을 통해 

해이해졌던 야곱의 신앙을 일깨우십니다. 야곱은 벧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전에, 온 자기 집안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나요?

36장 본장은 에서의 자손을 기록합니다. 에서는 어느 족

속의 조상이며, 어디에서 거주하였나요?

1월 114일 1월 12일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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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장 노년에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을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시기

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의 생명은 죽이

지 말자고 한 두 형은 누구인가요?

38장 본 장은 시부 유다와 며느리 다말간의 근친상간 이

야기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

는데, 다말이 낳은 두 아들 중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들

은 누구인가요?

39장 37장에 이어 계속되는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땅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3절에서 “여호와 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

셨다”고 합니다. 형통함은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23절)

40장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며 자랐던 요셉은(37장), 감옥

에서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나요?

41장 꿈꾸는 자 요셉이 소년시절 꿈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면, 애굽에서의 꿈들은 요셉을 애굽 총

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총리

가 된 후 낳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을 써 보세

요.

  1) 첫째 아들 이름:                   , 뜻:

  2) 둘째 아들 이름:                   , 뜻:

42장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미리 알아차렸지

만,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세웁니다. 요셉은 그들이 정

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무엇을 요구하였나요?

43장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과 함께 자신

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동생 베냐민에 게는 음식을 몇 배

나 더 주었나요?

44장 요셉은 베냐민을 두고 다른 이복형들을 최종 시험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종이 되겠다

고 먼저 자처한 형은 누구인가요? (이 모습을 통해 요셉

은 형들의 성숙해진 인격을 확인하고, 45장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45장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은 요셉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힌트 5

절, 8절)

46장 다음 중 본 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 브

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2)  야곱과 함께 애급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까

지 포함하여 모두 66명 이었다.

  3)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은 고센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4)  드디어 야곱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 안

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47장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되자, 애굽 백성들은 가축, 자

신의 몸, 토지까지 팔아 먹을 것을 사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 토지소산의 얼마를 바로

에게 상납하게 하나요?

48장 할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을 축복하면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합니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힌트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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