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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의 어디에 안수하여 속죄가 되게 하는가?
#

번제물을 드릴 때에 불로 태워 화제로 드린다. 화제로 드릴 때에 물로 씻은 후 태울 것은?

2. 소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은?
#

모든 소제에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은?

3. 화목제의 예물들은 무엇인가?
4. 제사장의 속죄제 예물들은 무엇인가?
5. 속죄제를 드릴때 어린양이나 염소에 미치지 못하면 그대신에 무엇을 예물로 삼을 수 있는가?
#

부지중에 지은 죄의 속죄 어떻게 하는가?

6.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는 등의 죄를 범할 때에 물건을 되돌릴 때에 얼마
를 더해야 하는가?
#

번제단의 불은 언제 끌 수 있는가?

#

소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7.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들이는 제사는?
#

그리고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는 누구의 소득이 되는가?

#

어디에서 제사의 규례를 모세에게 명하셨는가?

8.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집행한 사람은 누구이었나?
#

제사장 위임식을 며칠 동안 거행했나?

#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에 위임할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는가?

9.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축복한 후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죽은 사람은?
#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은?

#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 짐승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떤 종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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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있는 모든 것 (어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 우리가 거룩하여야 하는 이유는?
12.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피를 베는 할례는 며칠 만에 받는가?
#

남자 아이를 낳을 때는 며칠이 지나야 깨끗하여지는가?

#

여자 아이를 낳을 때의 며칠이 지나야 깨끗해 지는가?

13. 피부에 생기는 문둥병 증세는?
#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되면 먼저 누구에게로 데려가는가?
# 문둥병이 있는 동안에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14. 제사장이 환자를 정결케 되게 하는 예식에서 속건제 희생의 피를 어디에다 바르는가?
15. 유출병이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면 옷과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어떻게 하는가?

#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목기 (나무그릇)은 어떻게 하는가?

16. 아론이 어디에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되는가?
#

속죄일에 취하는 것 가운데 두마리 염소를 취한다. 누구를 위해서 드려졌는가?

#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가?
#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17.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풍속을 쫓거나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

살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

특별히 우상숭배를 금지하셨는데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하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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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 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가?
# 곡물을 벨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버려두라 하시

나?
20.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무엇인가? 3가지 이상 써보자.

21. 제사장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22. 여호와께서 열납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가?
#

무엇을 드리면 열납 즉 받지 않으시는가?

#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무엇인가?

23. 다음의 절기는 언제인가? (23장)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종교력 달력이다. 일반력과는 7개월
차이)
(1) 안식일(23:3) ___________째 되는 날
(2) 유월절(23:5) 정월 ______ 일 저녁
(3) 무교일(23:6) 정월 _______일

_____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음.

(4) 초실절(23:9-14) 곡식의 __________ 한 단을 드림
(5) 오순절(23:15-21) 초실절에서 ________일째. 두번째 거둔 곡식을 드림.
(6) 나팔절(23:23-25) 7월 _______일. 일반력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정월 1월. 새해.
(7) 속죄일(23:26-32) 7월 _______일. 일반력 1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
(8) 초막일(23:33-36) 7월 _______일. 일반력 1월. 7일동안 지킴. 초막에 거함.
24. 성막에서 사용하든 등잔불 촛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

성막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떡은 몇개인가?

#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함으로 죽은 사람은?

25. 안식일 처럼 땅으로 안식하게 하여 맺은 열매를 거두지 않는 해는?
#

거두지 않는 것은 누가 먹는가?

#

안식년이 일곱번 계속된 다음에 오는 해로서 50년째 되는 우리에게 거룩한 해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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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
시는가?
26.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않고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의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하셨
다. 26장에서 ‘칠배나 더’ 가 몇번이 나오는가?
#

여호와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폐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7.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용서 받으려면 얼마를 더 드려야 하는가?

#

레위기의 말씀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