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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퀴즈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분배 받은 땅을 협력하여 함께 정복하러 나선 두 지파는?
#

유다지파가 점령한 대표적인 도시 둘은?

#

모세의 장인은 어느 족속 사람이었나?

2.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말씀 하셨나?
#

여호수아 시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섬긴 우상들은 무엇인가?

# 사사는 누가 세웠나?
#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

유는?
3.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는?
#

소를 모는 막대기로 불레셋을 물리친 사사는?

4. 드보라가 사사 이전의 사역은? 드보라의 군대장관은?
#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5.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결론인 5:31을 써보라.

6.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표징으로 보인 것은?
#

기드온의 아버지는 누구이었고,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나?

#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하라고 시키신 일은?

7.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기준으로 백성들 중 군사를 뽑으라고 하셨나?
#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뽑은 군사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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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청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은?
9. 기드온의 서자로서 이복형제 70명 중 69명을 죽이고 왕이 된 자는? (8장-9장)
#

아비멜렉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나?

10. 사사 야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떤 신들을 섬겼는가?
#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는

가?
11.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데려온 사람은?
# 입다는 어떠한 서원을 했나?
12.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찌른 후 자기들을 불러 함께 가지 않았다고 싸움을 걸어온 지파는?
#

길르앗 사람은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찾아냈나?

#

베들레헴 출신으로 사사가 된 사람은?

13. 삼손은 태에서 나옴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나?
#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은?

#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삼손에게 일어난 일은?

14. 삼손이 딤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는?
#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처가동네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는 “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의 의미는? (14장)
15. 삼손의 아내를 장인이 친구에게 준 것을 알고 화가 난 삼손이 한 일은?
#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운 일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 주
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어 블레셋 사람 천명을 무엇으로 죽였나?
16. 삼손에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낸 여인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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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17.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로부터 돌려받은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나?
#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17장, 21장)

18. 기업의 땅을 구하기 위하여 보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한 지파는?

19. 레위인이 바람나서 가출한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봉변을 당한 곳은?
# 레위인은 봉변당하여 죽은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하였나? (19장)
20.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은?
#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일을 안 11지파가 동족상쟁 전에 먼저 한 일은? (20장)

21. 베냐민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주민은?
#

베냐민 자손의 생존자 600명의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아내를 얻게 했나?

#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기록해 보자.

룻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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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살 때에 식구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나오미 가족의 고향은?

#

룻의 신앙고백인 1:16을 한번 써 보자 (1장)

# 나오미와 룻이 돌아 온 곳은?
2. 룻에게 친절을 베푼 기업 무를 사람 중에 하나인 나오미의 친족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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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룻3:18을 써보자.

4.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무엇이 되기를 자청하는가?

# 기업 무를 자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4:15을 써 보라.

#

룻과 다윗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