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 1 창세기 1-24장    이름:                                                      "말씀"과 함께 자라가는 6차 콩나물 성경통독
1월2일 월요일  1월3일 화요일 1월4일 수요일  
창세기 1장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추인 창세기 1:1을 써 
 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올해 함께 
 읽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과 기적들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장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나요? (1-3절)
 (십계명중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찾아보세요.)
 1)

 2)

3장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
 느냐?" 라고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4장 본장은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죄를 짓 
 게된 사람들이 바로 이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2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알맞은 구절을 써 보
 세요.
 1) 일부 다처제의 시작:
 

 2) 살인: 

5장 본장에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라멕(셋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죄악이 가득함), 
 수고로이 일하던 사람이었다(29절)고 기록하고 있습니
 다. 경건한 후손이었던 5장의 라멕이 낳은 아들은 누구
 인가요?
  

6장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며 한탄하십니다.(5-7절) 범죄한 세대를 향한
 심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8절) 노아는 어떤 사람
 이었나요? 
 1) 

 2)

 3)

7장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죄악들을 심판
 하시기 위해 
 1) 몇 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나요?

 2) 내린 비는 몇 일 동안 땅에 넘쳤나요?

8장 홍수 후, 노아의 가족은 물로 깨끗하게 된 새로운 
 땅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9장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11절)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씩 무지개를 
 볼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13-17절)

 

10장 홍수 이후에 새롭게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는 노아
 의 세 아들(야벳, 함, 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바벨론 사건으로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세상이 누구의
 때에 나누어지게 되었나요?
 1) 셀라    2) 에벨      3) 벨렉      4) 나홀

11장 시날평지에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한
 2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

 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
 을 어떻게 하셨나요? (7-8절)
 
12장 이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이야기가 아브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람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나요?
 (10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아브람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기근을 만나고 피난을 가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 주십니다. 
 



 week 1 창세기 1-24장    이름:                                                      "말씀"과 함께 자라가는 6차 콩나물 성경통독
1월5일 목요일  1월6일 금요일 1월7일 토요일  
13장 1) 롯이 떠난 후 아브람은 어디에 거주했나요?

 2) 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며 무엇
 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주시겠다고 하셨나요?(14-15절)
 

14장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싯딤 골짜기에
 서 전쟁을 마치고 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위로하고 먹이기 위해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
 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으며, 누구를 상징하는 모형
 인가요? (창세기 14:18, 히브리서7:1-3)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5절) 아브람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나요?

16장 사래의 학대를 견딜수 없어서 도망한 여종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7절),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고 약속하십니다.(10절) 위로를 받은 하갈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17장 마침내 아브람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시며, 사래
 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
 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각각 써 보세요.
 1) 아브라함:

 2) 사라:

18장 99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7:17, 18:12)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14절)

 

19장 하나님께서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 하실 때, 특별히 롯을 구출해 주신 이는 무엇인가
 요?

20장 아브라함은 20년간 거주했던 헤브론 지역을 떠나
 남쪽의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 24년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비겁한 실수를 다시 반복
 합니다. (12:10-20)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랄왕 아비멜
 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6-7절)

21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
 다. 18장에서 약속의 아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비웃던
 사라는, 본 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6절)

22장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신 사랑
 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나요? (12절)
 

23장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 
부터 어디에 있는 땅을 얼마에 구입하여 매장할 소유지
로 확정하였나요?

24장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기다리면서 드렸던
 기도를 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