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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는 누구인가?
#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누구인가?

2. 여리고 성에 살면서 여호와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3. 가나안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받았는가?
#

요단강이 갈라지고 흐르던 물이 그쳐서 마른 땅 같이 건너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는가?

4.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간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길갈에 세운 것은?
5.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원수들을 바로 목전에 두고 길갈에서 행한 것은? 길갈의 뜻은?
#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처음 지킨 절기는 무엇인가?

#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서 한 일은 무엇인가?

6.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져 내렸는가?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7.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

아간이 죽은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

8.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와 전쟁을 하는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나?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두개의 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한 산들의 이름은 무엇

인가?
9.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 기운 신을 신
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맺은 거민들
은?
10. 하나님이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점령당한) 족속은?
#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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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나안 북방의 주동은 하솔왕이다. 산위에 건축된 성읍들과 달리 하솔은 어떻게 했는가?
#

여호수아가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했는가?

12.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땅들은 누구에게 분배되었는가?
#

여호수가가 정복한 왕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12장)

13.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정복하여 얻을 땅은 남았다. 그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은 어
떻게 처리했는가?

#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4. 갈렙이 주장하여서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한 땅은 어디인가?
#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도 믿음으로 거인족인 아낙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인 기럇 아르바를

정복한다. 갈렙의 신앙고백 14:10-12 을 한번 써보라.

#

갈렙이 가장 어려운 헤브론을 앞장서서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나?

15.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할 때에 무엇을 구하였나?
#

유다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다윗의 시대까지 살아남은 성의 이름과 족속은?

16. 여리고를 차지한 족속은?
17. 여자들로서 남자들 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 받았던 슬로보핫의 딸들은?
#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써보자 (17:17-18)

18.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다가 어디에 가서 회막을 세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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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일곱 지파는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다음에 어떻게 분배했

는가?
19.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었던 장소는?

20.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21. 레위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성읍을 얻었다. 몇개의 성읍과 들인가?
#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얻는다. 어떻게 사방에 안식을 얻게 되는가?

22. 전쟁후에 요단 동편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요단
가에서 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23. 여호수아가 말한 것 처럼 이스라엘을 당한자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남아있는 민족들과 친근히 하여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 (23장)

24.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백성의 대표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고 돌비를 세운
곳은?
#

여호수아 24:15절을 한번 써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