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20

Through the Bible #20

여호수아 1장 ~ 24장 (2014. 5. 18. ~ 5. 24. )

Joshua 1 ~ 24 (2014 wee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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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두
정탐꾼들을 지붕 위 어디에 숨겼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시기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나요?
길갈의 지명은 여호와께서 어디의 수치를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아간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아이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율법을 어떤 두 산 앞에서 들었나요?
막게다 굴에 숨었던 왕은 몇 명이었나요?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한 대가로 그의 딸
악사를 누구에게 아내로 주었나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어느 민족들의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했나요?

⑽ 납달리 지파에 속한 도피성의 이름은?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⑴ Where on the roof did Rahab hide the two
spies Joshua sent to spy out Jericho?
⑵ When the Israelites crossed the Jordan River, the
river was at flood stage. What kind of time of
the year was the Jordan River at flood stage?
⑶ The place name Gilgal means that the LORD
had rolled away the reproach of what from the
Israelites?
⑷ To what tribe did Achan, who was stoned to
death in the valley of Achor, belong?
⑸ After the Israelites defeated Ai, which 2
mountains did the Israelites stand in front of to
listen to all the words of the law Joshua read?
⑹ How many kings hid in the cave at Makkedah?
⑺ How old was Caleb when Joshua allotted to
him the land of Hebron?
⑻ Who did Caleb give his daughter Acsah in
marriage for attacking and capturing Kiriath
Sepher?
⑼ Joshua told the people of Joseph to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themselves in the
land of which 2 tribes?
⑽ What is the name of the city of refuge set
apart in the hill country of Naphtali?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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