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
다고 약속하시면서도, 그 땅에서 곧바로 악한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7장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
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
은 누구인가요?

31장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여러 가지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1) 브살렐에게 –

2) 오홀리압에게 -

24장 1)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의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2) 모세는 얼마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나요?

25장 본 장에는 성소를 짓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릴
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물
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나요?

26장 본장과 27장에는 성막과 성막 뜰에 배치될 기물들
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식이 나와 있습니
다. 이 양식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28장 본 장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옷에 사용되지 않은 재료는 무엇인가요?
1) 금실
2) 은실
3) 자색실
4) 홍색실

29장 본 장에는 제사장 위임식(1-37절)과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하는
번제에 관한 규정(38-46절)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
)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
)
네게 (
)."

30장 본 장에는 분향단과 물두멍 등의 성전 기구와,
향 기름과 향 등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와 물품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
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관리되어져야 했습니
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9:2절을 참고하세요)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
하며 방자하게 행할 때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
이 되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 헌신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3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어 내라
고 명령하셨습니다(5절).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장신구를
싫어하셨을까요?
(힌트 출애굽기 32:1-4)

34장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사십 일을 보내며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35장 여호와의 회막과 각종 기구와 물품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36장 성소의 모든 일을 하던 지혜로운 자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모세
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9장 본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
)하신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
) 하였더라.“
40장 성막이 완성된 후,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을 맺습니
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의미인가요?
1) 배반하는 백성
2) 불평하는 백성
3) 순종하는 백성
4) 하나님께 무관심한 백성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
르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 주는 매뉴얼입니다.

37장 속죄소 양쪽에 금으로 만들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38장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에는 유리가 없었습니
다. 그들은 무엇으로 거울을 만들었나요?

레위기 1장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기록합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그 향기를 올려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나요?

2장 본 장에 기록된 소제는 곡물로써 드리는 제사로,
번제 및 화목제에 덧붙여 드려집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
합니다. 소금을 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2) 하나님의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한다.
3)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라 간이 맞아야 한다.

3장 본 장은 화목제(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친교와
화목을 위한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사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 3가지를 찾아 써 보세요.

4장 본 장은 속죄제(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1) 만일 족장이 죄를 범하면 어떤 동물을 잡아 속죄
해야 하나요?

2) 만일 평민이 죄를 범하면 어떤 동물을 잡아 속죄
해야 하나요?

5장 5:14-6:7절 부분은 속건제(속죄제에 보상의 의미가
첨가된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15절
-19
절),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6:1-7절),
속건제를 드리며 그 중 얼마를 제사장과 이웃에게
더하여 주어야 하나요?

6장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불에 구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무슨 제물이라고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