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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1장)
2.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2장)
3.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3:15을 써 보세요.
4.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인가요? (4장)
5. 창세기 5:1을 써 보세요.
6.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나요? (6장)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나요? (6장)
7.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7장)
8.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8장)
9. 다시는 물로 전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고 보여주신 증거는? (9장)
10. 세상에 처음 영걸 (영웅)은 누구인가요? (10장)
11. 시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장)
12.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는? (12장)
13.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서 무엇을 불렀나요? (13장)
14. 아브라함이 시날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축복한 사람은?
15.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나요?
16.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17. 아브라함의 후사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18.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하여 몇 번이난 간구 하였는가?
19. 여호와께서 하늘 여호와에서 유황과 불을 비 같이 내려서 멸망시킨 도시들은?
멸망 당한 소돔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20. 아브라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2군
데 12장과 20장).
21.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살이었는가?
22.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나?
23.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산 땅은 어디에 있는가?
24. 아브라함이 보낸 종과 아내 리브가가 돌아올 때에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5. 이삭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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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삭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보이고 살았다. 이삭이 스스로 파서
물을 얻은 우물은 어디에 있는가?
27. 이삭을 속이고 형님으로 변장하여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28. 벧엘의 이름의 뜻은?
벧엘에서 여호와를 경험한 야곱이 무엇이라고 서원하는가? 창28:20-22 을 써보자.

29.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수고한 년 수는?
30.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31.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몇 년이나 거하였는가? 라반은 그동안 품값 (품삯)을 몇번이나 바꾸었는
가?
32.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한 후에 얻은 새 이름과 그 뜻은?
33. 야곱이 세겜 땅에서 땅을 산 후에 한 일은 무엇인가?
34. 디나의 사건이후에 보복조치로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하고 죽인 야곱의 두 아들은?
35. 위기를 만나서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36.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한다. 에서가 타지로 간 이유는?
37. 야곱이 채색옷을 입히는 등 다른 아들보다 더 깊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피만은 흘리지 말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갈 때의 나이는?
38. 믿음의 가정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낳은 두 아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며느리와 관계하여 쌍둥이를 얻었던 사람은?
39. 요셉은 누구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가는가?
창39:2-3을 복을 사모하며 써보자.

40.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은?
41. 바로의 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2. 식량을 구하려 온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그들이 변화했는지를 시험한다. 요셉은 누구를 데리
고 오라고 명령하는가?
43.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신앙의 도약을 한다. 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신앙고백을 한다.
창 43:14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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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요셉은 형제들이 정말로 변했는지를 시험한다. 요셉은 누구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음으로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하려 하는가?
45.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데 45:8절을 써보자.

46.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몇 명인가?
47.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얼마이었는가?
48.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축복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은?
49.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한다. 다음의 말씀을 써보자.
유다 창세기 49:10
요셉 창세기 49:22
50. 믿음의 족장은 세상에서도 존귀하다. 야곱의 죽음을 마치 바로왕을 장사하듯 극진히 장례한다.
온 애굽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장례한다. 며칠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하라고 했는가?
후일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기를 부탁한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