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25장 다음 중 본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2)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3)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
4) 에서는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1월 11일
29장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각 아들의 이름의 뜻을 써 보세요.
(이름의 뜻들을 보면, 레아가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다가 점차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감을 볼 수 있
습니다)
1) 르우벤:

1월 12일
33장 마침내 본 장에서는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재회
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형 에서는 오히려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하며 안심을 시키나요?

2) 시므온:
3) 레위:
26장 본 장 12절을 보면, 그동안 주로 목축업을 하였던
당시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시작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추수를 하였다고 기록되었나요?

4) 유다:

34장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칼로 죽인 디나의 오빠 두 사람의 이름
은 무엇인가요?

30장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아들은 35장에 나옵니다)

27장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왔다고 하면서 무엇을 결심하였나요?

28장 야곱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약속한 곳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1) 밧단아람
2) 하란
3) 세겜
4) 벧엘

31장 20년동안이나 함께 살던 장인 라반으로부터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도주하듯 가나안 귀향길을 서두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고 있었던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힌트 26-29절)

32장 20년간의 밧단아람의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
는 야곱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
은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얍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35장 본 장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1) 라헬을 통해 낳은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무엇
인가요?
2) 아버지 이삭은 몇 세에 죽음을 맞았나요?

36장 다음 중 본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에서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 에서는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났다.
3) 에서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다.
4) 에서의 가족은 세일 산에 거주하였다.

1월 13일

1월 14일

37장 1)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였나요?

41장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과 뜻을 써 보세요.
1) 첫째 아들의 이름과 뜻:

2)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 둘째 아들의 이름과 뜻:

1월 15일
45장 요셉은 형들의 회개와 성숙한 인격을 확인한 후,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놀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
)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
) 보내셨
나이다.”
46장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온 가족은, 요셉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몇 명이었나요?

38장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나요? (마태복음 1:3, 16)

42장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온 지 20
년이 지난 후, 요셉은 마침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이 재회의 장면은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의 성취입니다.(9절)
그 꿈은 무엇이었나요? (힌트 창세기 37:7)

39장 본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2,3, 23절)

43장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아우 베냐민을 만나자,
왜 안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나요?

40장 요셉이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던 감옥은 왕의 죄수
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수종들어야
했던 두 죄수는 누구인가요?

44장 총리 요셉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
다고 말하자, 형제를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대변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47장 본 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요셉을 불러 자신을 애굽에서 자신을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21절을 써 보세요.

48장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장자권“을
열 두 아들 중 누구에게 주었나요?
1) 르우벤
2) 요셉
3) 레위
4) 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