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책 이름 주제 매일 양식 성경

1 금 여호수아
1-12장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에 들어감  1☐  2☐  3☐  4☐  5☐
2 토 여호수아 성경 암송 1:8☐
3 주 여호수아 여리고 성 함락  6☐  7☐  8☐ 
4 월 여호수아 남북으로 정복해감  9☐ 10☐ 11☐ 12☐
5 화 여호수아

13-24장

땅 분배

5지파의 땅 분배 13☐ 14☐ 15☐ 16☐ 17☐
6 수 여호수아 7지파의 땅 분배 18☐ 19☐ 20☐ 21☐
7 목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22☐ 23☐ 24☐ 

8 금 사사기
1-16장

사사들을 

통한 

구원

옷니엘, 드보라  1☐  2☐  3☐  4☐  5☐
9 토 사사기 성경 암송 삿6:16☐
10 주 사사기 기드온  6☐  7☐  8☐
11 월 사사기 아비멜렉, 6 사사들  9☐ 10☐ 11☐ 12☐
12 화 사사기 삼손 13☐ 14☐ 15☐ 16☐
13 수 사사기 전적부패 온 백성의 타락 17☐ 18☐ 19☐ 20☐ 21☐
14 목 룻기

사랑헌신 

구속

사사 시대 어둠속에 

빛나는 보석
 1☐  2☐  3☐  4☐

15 금 사무엘상 1-8장

사무엘

사무엘의 출생 성장  1☐  2☐  3☐
16 토 사무엘상 성경 암송 삼상15:22☐
17 주 사무엘상

9-15장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  4☐  5☐  6☐  7☐  8☐
18 월 사무엘상 첫 왕 사울  9☐ 10☐ 11☐ 12☐
19 화 사무엘상 버림받는 사울 13☐ 14☐ 15☐
20 수 사무엘상

16-31장

다윗

기름부음 받는 다윗 16☐ 17☐ 18☐ 19☐
21 목 사무엘상 도주하는 다윗 20☐ 21☐ 22☐ 23☐
22 금 사무엘상 왕의 참 모습: 용서 24☐ 25☐ 26☐
23 토 사무엘상 성경 암송 삼상17:45☐
24 주 사무엘상 사울 왕의 몰락 27☐ 28☐ 29☐ 30☐ 31☐
25 월 사무엘하 1-10장

다윗의 

승리

유다 지파의 왕  1☐  2☐  3☐  4☐
26 화 사무엘하 온 이스라엘의 왕  5☐  6☐  7☐ 
27 수 사무엘하 왕국이 부강해짐  8☐  9☐ 10☐ 
28 목 사무엘하 11-24장

다윗의

범죄와

재난

다윗의 범죄, 재난 11☐ 12☐ 13☐ 14☐
29 금 사무엘하 압살롬의 역모 15☐ 16☐ 17☐ 18☐ 19☐
30 토 사무엘하 성경 암송 삼하5:12☐, 6:14☐
31 주 사무엘하 다윗의 마지막 행적 20☐ 21☐ 22☐ 23☐ 24☐

 3월 ,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2019       이름:                       목장 이름 서명: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신8:3)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 모세 오경을 잇는 성경은 역사서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이후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12권의 역사서에 실린 주요 사건들은 (1)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및 
  정착. (2)사사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감. (3)다윗이 왕에 오름. 
  (4)남북 왕국으로 분열. (5)북 왕국의 멸망. (6)남 왕국의 멸망과 
  포로들의 귀환이다.

     여호수아 
*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그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를 기록한다.

  여호수아(Yeshua)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지닌다. 이 
  이름의 헬라어형이 “예수”이다(마1:21).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신다.

사사기
*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사사 시대의
  백성의 특징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였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1)타락, (2)이방 족속의 침입과 고통, (3)하나님께 부르짖음, 
  (4)사사를 세워 구원해주심, (5)다시 악행에 빠짐이 계속 순환되는 
  역사였다. 
  ‘사사’는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재판관을 뜻하지만, 백성을 죄와 
  고통에서 해방하는 구원자의 의미도 지닌다.

룻기
*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전적 부패한 사사 시대의 어둠 속에
  한 이방 여인 ‘룻’의 사랑, 헌신, 신앙이 별처럼 빛난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 남편을 주시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다.

사무엘상
*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기록한다.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두 번째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지만 사울 왕에게 
  쫒기는 다윗이 이 책의 중요한 세 인물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는다(15장).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지만 용서를
  받고 장차 구원자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무엘하
* 사무엘하는 유다 지파의 왕에서 시작하여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왕위 등극, 간음과 
  살인죄,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가족과 국가의 고통을 담고 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될 때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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