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18

Through the Bible #18

민수기 20~36장, 신명기 1~8장 (2014. 5. 4. ~ 5. 10)

Numbers 20~36, Deuteronomy 1~8 (2014 week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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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True or False: Both Miriam and Aaron died and
were buried at the same place.
⑵ Which king was the first one to refuse to let the
Israelites go through their territory?
⑶ Which is not one of the places Balak took Balaam
to curse the Israelites?
① Bamoth Baal ② Pisgah ③ Peor ④ Horeb
⑷ Where were the Israelites staying when the men
began to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with Moabite
women?
⑸ What was the total number of men when the
second census was taken on the plains of Moab?
⑹ How many Israelite men were armed for battle
with the Midianites?
⑺ How many places did the Israelites camp at in
their journey from Egypt to the plains of Moab
after they left Rameses?
⑻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Israelites from the
time they left Kadesh Barnea until they crossed
the Zered Valley?
⑼
Which tribe took possession of all of Bashan, the
kingdom of Og?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장사된 곳은 같은 장소입니
다.
맞다 □
틀리다 □
최초로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했던 왕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리고 간
곳이 아닌 곳은?
① 바알의 산당 ② 비스가 ③ 브올산 ④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
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나요?
제 2차 인구조사 때에 계수된 이스라엘 성인 남자
는 모두 몇 명이었나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무장시킨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서 라암셋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 쳤던 곳은 모두 몇 곳
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
내를 건널 때 까지 기간은 몇 년이 걸렸나요?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한 지파는?

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고 쫓
아내신 일곱 족속이 아닌 족속은? ① 가나안 족속
② 앗수르 족속 ③ 기르가스 족속 ④ 여부스 족속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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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Which is not one of the 7 nations God brought
the Israelites into to possess and drive out?
① Canaanites ② Asshurites ③ Girgashites ④ Jebusites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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