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1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써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1월 4일
5장 1)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1월 5일
9장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며 축복하셨나요? 이 축복은 처음 아담
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힌트 9:1)

2) 가장 장수한 므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나요?

6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방주의 모양
에는 배를 움직이는 노도 없었고, 방향을 잡는 키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장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는 무엇
인가요?
1) 가정
2) 교회
3) 민족
4) 국가

3장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게 한 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배로 기어다님
2) 흙을 먹음
3) 흙으로 돌아감
4) 여자와 원수가 됨

4장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으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장 1) 노아가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던 나이는 몇 세
인가요? (힌트 6:32)

10장 다음에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1) 야벳의 자손 ·
· 욕단
2) 함의 자손 ·
· 마곡
3) 셈의 자손 ·
· 니므롯

11장 아브람은 노아의 아들 중 누구의 자손인가요?
2)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몇 세인
가요?

8장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땅을 저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계속되나요?

12장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지만, 다시 하늘까지 닿아
이름을 내려던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으
십니다(11장). 하나님은 본 장에서 다시 한 번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나요?

1 월 6일
13장 아브람은 조카 롯과 헤어진 후, 헤브론에 가서
무엇을 하였나요?

14장 싯딤골짜기에서의 전쟁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출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하고 영접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1월 7일
17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받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 출생으로부터 몇 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창12:4, 17:1, 17:17)
1) 10년
2) 20년
3) 21년
4) 24년

18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곳에 있었던
의인의 수는 얼마로 짐작할 수 있나요?
1) 100명 미만
2) 50명 미만
3) 30명 미만
4) 10명 미만

19장 죄가 가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성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 롯의 사위들은 천사와 롯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15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핵심이
적용된 때는 언제부터 인가요?
1) 아브라함때부터
2) 선지자 때부터
3) 예수님 이후부터
4) 바울부터

2) 롯의 두 딸을 통해 어떤 족속이 생겨났나요?
-큰 딸:

16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사래의 여종을 취하여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0장 본 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선지자라고
불리워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은 딸:

1월 8일
21장 다음 두 사건의 공통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1)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샘물을
보여준 곳
2)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세운 곳

22장 본 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는 누구와 관계가 있나요?
1) 이삭
2) 야곱
3) 요셉
4) 모세

23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장사된 곳은 어디
인가요?

24장 다음 구절은 이삭의 아내를 찾던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
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
) 과 (
)
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
)께서 길에
서 나를 (
) 하사 내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
게 하셨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