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17

Through the Bible #17

레위기 23~27장, 민수기 1~19장 (2014. 4. 27. ~ 5. 3.)

Leviticus 23~27, Numbers 1~19 (2014 week #17)

이름:

목장:
문제

⑴

Question

답

Answer

⑴ Which day of the 7th month dose the Lord's Feast of

초막절은 일곱째 달 몇째 날인가요?

Tabernacles begin?

⑵ 다섯 살에서 스무 살 사이의 여자아이가 서원을 하였을

⑵ What is the value when someone makes a special vow
to dedicate a girl between the ages of 5 and 20?

때 그 값은 얼마인가요?
⑶ 레위 자손 중 회막 안의 지성물을 책임졌던 자들은?

① 고핫 자손
③ 므라리 자손

Shepherd Group(목장):

Name:

⑶ Which branch of the Levites were assigned to care for

② 게르손 자손
④ 모든 레위 자손

⑷ 레위인으로 삼십세에서 오십세까지 계수된 자는 몇 명

⑷

이었나요?
⑸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②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③ 고기를 먹지 말 것
④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⑹ 어느 자손의 지휘관이 성막 봉헌식 아홉째 날에 예물을
드렸나요?

⑸

⑹

⑺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한 은 나팔 둘 중에 하나

⑺

만 불 때에는 누가 모세에게 나와야 했나요?
① 온 회중 ② 지휘관들 ③ 제사장들 ④ 장로들
⑻ 모세가 장막으로 나오게 한 70인의 장로들 중 장막으
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으나 그 곳에서도 하나님
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한 두 사람은?
⑼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한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몇 명이었나요?
⑽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몇째
날과 몇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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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⑻

the most holy things in the Tent of Meeting?
① The Kohathites
② The Gershonites
③ The Merarites
④ All of the Levites
How many Levites, all the men from 30 to 50 years of
age, were counted?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equirement for a
Nazirite during a vow of separation to the LORD?
① abstain from wine
② no razor on his head
③ not to eat meat
④ not to go near a dead body
The leader of which people brought his offering on the
9th day of the Dedication of the Tabernacle?
The LORD instructed Moses to make 2 silver trumpets. If
only 1 is sounded, who were to assemble before Moses?
① the whole community
② the leaders
③ the priests
④ the elders
When Moses called 70 elders to the Tent, who were
two elders who did not go the Tent and remained in
the camp but still prophesied?

⑼ How many Israelite leaders joined Korah, Dathan, Abiram
and On, who led a revolt against Moses and Aaron?

⑽ Whoever touches the dead body is unclean for 7 days,
and must purify himself with the water on which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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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