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19

Through the Bible #19

신명기 9장 ~ 34장 (2014. 5. 11. ~ 5. 17.)

Deuteronomy 9 ~ 34 (2014 week #19)

이름:

목장:
문제

답

⑴ 아론이 죽어 장사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⑵ 무엇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나요?
⑶ 이스라엘의 왕 된 자가 많이 두어도 되는 것들은?

① 병마

② 아내

③ 은금

④ 자녀

⑷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

⑸
⑹
⑺
⑻

⑼

⑽

려 할 때에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찍어내도
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나
무 위에 달아두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삼 대
후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잡히는 것은 무엇을 전당잡히
는 것이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을 무엇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인가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
자의 새끼라고 한 지파는 무슨 지파인가요?
모세가 몇 살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후계자로
세웠나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⑴ Where was Aaron buried?
⑵ What blinds the eyes of the wise and twists the
words of the righteous?
⑶ Which may the king of Israel have a lot of?
① horses ② wives ③ silver & gold ④ children
⑷ In laying siege to a city for a long time, what kind
of trees were the Israelites allowed to cut down in
order to build siege works?
⑸ What must you not leave on the tree overnight so
that you do not desecrate the land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as an inheritance?
⑹ Whose third generation of children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because they are brothers
to the Israelites?
⑺ Taking a pair of millstones as security for a debt
would be like taking what as security?
⑻ When God blesses His people who fully obey the
LOR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the
LORD will set them high above what?
⑼ When Moses blessed the Israelites before his
death, which tribe did he say was a lion's cub,
springing out of Bashan?
⑽ How old was Moses when he had laid his hands
on Joshua and made him Moses' successor?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