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장 본장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각종 절기와 제사 규례에 대해 기록합

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키는 절기는 무엇

인가요?

29장 본 장은 매년 7월에 드려야 할 여러 절기에 관한 규

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짜에 드려야 하는 절기

의 이름을 써 보세요.

1) 7월 초하루: (힌트 1절: 나팔을 불 날)

2) 7월 열흘날:

3) 7월 열 다섯째 날:

30장 본 장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

습니다.

1) 결혼하기 전 딸의 서원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 결혼한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

구인가요?

31장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전리품은 어떻게 나

누었나요?

32장 요단강 동쪽(아모리, 바산, 미디안 족속의 땅)을 정

복한 후, 가축이 많은 두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한 3지파는 누구인가요?

33장 본 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여

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특

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고, 그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34장 본 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 주시며, 땅을 분

배할 때의 지휘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셨나요?

35장 다음 중 도피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

인가요?

1)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기 위한 곳이다. 

2) 도피성은 6개 성읍이 있었다.

3) 타국인은 이 도피성에 들어 올 수 없다.

4)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머물

러야 한다.

36장 이스라엘의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못하도록 정해진 딸들의 아버지의 이

름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1장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편의 긴 설교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걸

리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걸려서 도

착하였나요?

2장 하나님께서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모압 자

손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3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여호수아   2) 아론 

3) 모세   4) 미리암

4장 본 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

신 율법을 지킬 것, 특히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15-40

절)에 대해 강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형상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써 보세요.

2월15일 2월 16일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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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율법을 반복하여 설명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세

우신 것이라고 강조하나요?

6장 본 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

키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5

절),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7절)을 명

령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  하나인  ) 여호와시니, 너는 (   마음   )을 다하고, 

(    성품    )을 다하고, (   힘    )을 다하여 네 하나

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

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

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장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

는 무엇인가요?

9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

들이 정직하거나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

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2가지를 찾

아보세요. (힌트 5절)

10장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 만든 두 돌판에, 

누가 그 계명을 기록하나요?

11장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각

각 어떻게 할 때 받게 되나요?

1) 복을 받는 경우:

2) 저주를 받는 경우:

12장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방 종교의 풍습이나 문화

를 흉내 내지 말라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13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형제, 자녀, 아내, 친구 등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꾀는 경우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14장 토지의 소산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곳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가지고 가지 못할 때에는 다

음 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돈으로 바꾸어 드린다.

2) 십일조를 돈으로 바꾸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드린다.

3) 양으로 바꾸어 드린다.

15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

든지 (   가난한 형제   )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

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   강퍅   )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  움켜 쥐지 )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  펴서  ), 그

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  넉넉히  ) 꾸어주라.”

16장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하나님 여호와

께 올라가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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