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책 이름 주제 매일 양식 성경

1 금 레위기

1-10장

제사

11-27장

거룩한 

삶

1-12장

출애굽

첫 세대

세 가지 자원 제사  1☐  2☐  3☐  
2 토 레위기 성경 암송 레19:2☐
3 주 레위기 두 가지 필수 제사  4☐  5☐  6☐  7☐
4 월

5 화 
레위기

레위기

제사장 임직과 책임

정결한 삶을 살라

 8☐  9☐ 10☐
11☐ 12☐ 13☐ 14☐ 15☐

6 수 레위기 속죄일, 거룩한 삶 16☐ 17☐ 18☐ 19☐ 20☐ 
7 목 레위기 제사장의 삶과 절기 21☐ 22☐ 23☐
8 금 레위기 백성의 신앙과 삶 24☐ 25☐ 26☐ 27☐
9 토 민수기 성경 암송 민9:23☐
10 주 민수기 진영을 갖추다  1☐  2☐  3☐  4☐
11 월 민수기 출정을 위한 준비  5☐  6☐  7☐  8☐
12 화 민수기 출정, 초기 사고들  9☐ 10☐ 11☐ 12☐
13 수 민수기

13-25장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다 13☐ 14☐ 15☐ 16☐
14 목 민수기 아론. 모세. 레위인 17☐ 18☐ 19☐ 20☐
15 금 민수기 놋뱀, 발람 사건 21☐ 22☐ 23☐ 24☐ 25☐
16 토 민수기

26-36장

새 세대

성경 암송 민14:8-9☐
17 주 민수기 새 세대가 일어서다 26☐ 27☐ 28☐ 29☐ 30☐
18 월 민수기 모세의 마지막 사역 31☐ 32☐ 33☐
19 화 민수기 약속의 땅을 앞두고 34☐ 35☐ 36☐ 
20 수 신명기 첫 설교 광야시대를 회고함  1☐  2☐  3☐  4☐
21 목 신명기

5-26장

둘째 

설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가르침 
5☐  6☐  7☐ 

22 금 신명기 순종을 가르침 8☐  9☐ 10☐ 11☐
23 토 신명기 성경 암송 신6:4-5☐, 8:3☐
24 주 신명기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12☐ 13☐ 14☐ 15☐ 16☐

25 월 신명기
사회생활에서 

지킬 규례들(1)
17☐ 18☐ 19☐ 20☐

26 화 신명기
사회생활에서

지킬 규례들(2)

21☐ 22☐ 23☐ 24☐ 
25☐ 26☐

27 수 신명기 셋째

설교

언약을 맺다 27☐ 28☐ 29☐ 30☐
28 목 신명기 모세가 죽다 31☐ 32☐ 33☐ 34☐

  2월     , 민수기, 신명기
       

  2019       이름:                       목장 이름 서명: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신8:3)

레위기 

* 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출하는 
  데는 하룻밤이 걸렸지만, 백성에게서 애굽의 죄 습관과 우상숭배 
  문화를 씻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린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이다. 레위기에서 “거룩하다”(holy)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다쉬(q-d-sh)는 형용사, 명사, 동사의 형태로
  152번 나온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나는 거룩한(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 저자(시기 및 장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전 1446-1406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당시 시나이 반도(Sinai peninsula) 

* 구분:   1-10장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1-27장 거룩한 삶(왜 거룩해야 하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 주요 인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민수기
* 개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거역한 후 살아야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아기에 있던 이 민족을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민족으로 
  양육해 가신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다.

* 저자(시기 및 장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전 1446-1406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당시 시나이 반도(Sinai peninsula)

* 구분:  1-12장 출애굽 1 세대(인구조사, 출정 준비, 출정)
       13-25장 반역(12 정탐꾼, 온 백성의 거역, 지도자들의 반역)
       26-36장 출애굽 2 세대(2차 인구조사, 지파별로 땅 분배)

* 주요 인물: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고라, 발람

신명기
* 개요: 신명기는 120세가 된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남긴 일련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일어난 
  새 세대를 향한 연설이었다. 모세는 신세대가 부모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여 
  가르친다. 순종은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보석이다.

* 저자(시기 및 장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전 1446-1406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당시 시나이 반도(Sinai peninsula)

* 구분:  1-4장 모세의 첫 설교(옛 세대, 광야시대를 회고함)
       5-26장 모세의 둘째 설교(새 세대에게 계명을 다시 설명함)
      27-34장 모세의 셋째 설교(순종을 요구하심, 모세의 죽음)

* 주요 인물: 모세,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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