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책 이름 주제 매일 양식 성경

1 화 창세기
1-11장

네 사건

창조  1☐  2☐
2 수 창세기 타락  3☐  4☐  5☐
3 목 창세기 노아홍수  6☐  7☐  8☐  9☐
4 금 창세기 바벨탑 10☐ 11☐
5 토 창세기

12-50장

네 인물

성경 암송 창1:1☐  창1:27-28☐
6 주 창세기 아브람을 부르심 12☐ 13☐ 14☐
7 월 창세기 아브라함과 언약 15☐ 16☐ 17☐
8 화 창세기 소돔을 심판하심 18☐ 19☐ 20☐
9 수 창세기 이삭의 출생, 결혼 21☐ 22☐ 23☐ 24☐
10 목 창세기 이삭의 두 아들 25☐ 26☐  
11 금 창세기 야곱의 생애 27☐ 28☐ 29☐ 30☐ 31☐
12 토 창세기 성경 암송 창12:1-4☐
13 주 창세기 형을 다시 만나다 32☐ 33☐ 34☐ 35☐ 36☐
14 월 창세기 요셉의 종살이 37☐ 38☐ 39☐ 40☐
15 화 창세기 요셉과 그 형제들 41☐ 42☐ 43☐ 44☐
16 수 창세기 애굽에서 모이다 45☐ 46☐ 47☐
17 목 창세기 야곱의 축복 48☐ 49☐ 50☐
18 금 출애굽기

1-18장

출애굽

모세의 출생  1☐  2☐
19 토 출애굽기 성경 암송 3:10☐
20 주 출애굽기 가라! 모세!  3☐  4☐  5☐  6☐
21 월 출애굽기 아홉 가지 재앙  7☐  8☐  9☐ 10☐
22 화 출애굽기 유월절, 출애굽 11☐ 12☐
23 수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다 13☐ 14☐ 15☐
24 목 출애굽기 시내산으로의 여정 16☐ 17☐ 18☐
25 금 출애굽기 19-24장

계명
십계명 19☐ 20☐

26 토 출애굽기 성경 암송 출20:1-17☐
27 주 출애굽기

25-40장

성막

신앙과 삶의 규례 21☐ 22☐ 23☐ 24☐
28 월 출애굽기 성막의 식양 25☐ 26☐ 27☐
29 화 출애굽기 제사장을 위한 규례 28☐ 29☐ 30☐ 31☐
30 수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32☐ 33☐ 34☐ 
31 목 출애굽기

성막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

35☐ 36☐ 37☐ 38☐ 
39☐ 40☐

 1월        , 출애굽기
  2019       이름:                       목장 이름 서명: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신8:3)

모세오경(the Five Books of Moses)
* 구약성경 첫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히브리어로는 Torah(law) 헬라어로는 Pentateuch(five books)로 불림.

* 모세오경은 성경을 시작하는 책으로 성경 전체 신학과 신앙의 토대를 
  이룬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게 된다. 

* 모세오경의 예언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눅24:27,44, 요:5:39-47).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창3:15),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창12:3), 
  유월절의 어린양(출12장), 속죄 및 화목 제물이 되심(레위기), 
  십자가의 죽음(민21:9, 요3:14-15) 등. 

창세기 
* 개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 Bereshith(‘in the beginning’)와 헬라어 
  이름 Genesis(beginning, origin)에 담긴 의미대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 가족과 사회 및 인류 역사의 시작, 
  죄의 기원, 세상 민족들의 기원, 문화 문명의 시작, 구속 역사의 시작 
  등이 기록되어 있다. 

* 저자(시기 및 장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전(B.C.) 1446-140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당시 시나이 반도
  (Sinai peninsula)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

* 구분:   1-11장 네 사건(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12-50장 네 인물(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 주요 인물: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출애굽기
* 개요: 요셉이 애굽(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애굽에 이민을 간 야곱의
  가족 70명(창46장)은 400여년을 지내는 동안 2백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다. 그 사이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큰 민족인 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한다. 

  하나님께서는 10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게 하신다.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 Exodus는 탈출, 출발을 의미한다. 

* 저자(시기 및 장소): 창세기와 같음

* 구분:   1-18장 출애굽(모세의 출생과 부르심,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19-24장 계명(십계명)
        25-40장 성막(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

* 주요 인물: 모세, 아론, 미리암, 바로, 이드로,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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