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
)을 먹지 않고,
(
)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총 몇 번을 돌았나요?
1) 6번
2) 7번
3) 12번
4) 13번

9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먼 곳에서 온 족속이라
고 속인 기브온 사람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였나요? (힌트 14-15절)

10장 본 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체결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연합군
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기적은 무엇인가요?

13장 13장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에게 분배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단강을 동쪽 지역을 분배받은 3지파의 이름을 써
보세요.

14장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 요단강 서쪽의 땅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였다. (
)
2) 레위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기업을 주었다. (
)
3) 45년전 가나안을 정탐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 (
)

7장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친 것이 발각된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11장 본 장에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뭉친 가나안
북부 지역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복이 완료되는 사실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
)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
)으로 주매,
그 땅에 (
)이 그쳤더라.”

15장 본 장은 가나안 본토의 땅 분배 작업에 있어,
가장 먼저 유다지파의 분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쫓겨나지 않고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8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1) 전리품을 나눠 가졌다
2)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3) 다음 전쟁 준비를 하였다
4) 모두 승리의 잔치를 벌였다

12장 본 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에 의해 정복
당한 왕들(1-6절)과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당한 왕들(7-2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의 왕들이 정복당하고 멸망되었나요?

16장 다음으로 본 장에는 요셉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족속의 이름은 무엇
인가요?

17장 본 장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가 분배 받은
땅과 그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자손(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하였을 때, 여호수아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18장 본 장에서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잠시 중단하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한 다음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실로에서 땅 분배를 재개합니다.
실로에서 처음으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누구인가요?

19장 본 장은 나머지 여섯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
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딤낫 세라‘라는 지역은 누가
기업으로 받았나요?

21장 마지막 레위 사람들 (그핫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
리 자손)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까지 나누어 준 후,
모든 기업분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
)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
)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모두 끝나고,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갖고 있는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요단강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실로에 있는 제단이 너무 멀어서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이다. (
)

23장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분배하는 작업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을 불러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중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써
보세요.

20장 본 장에 기록된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곳인가요? (힌트: 3절)
24장 여호수아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었나요?

사사기 1장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
엘의 초대 왕 사울의 즉위까지 대략 340 여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 나가 싸운 두 지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 하였나요?

3장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나요?
1) 미디안
2) 블레셋
3) 모압왕 에글론
4) 기럇 아르바

4장 본 장은 가나안 땅 야빈이 철병거 900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때,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보라로부터 승리를 예언받고 야빈의 군대와 싸우러
나간 장수는 누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