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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0:�Standing�Tall,�Falling�Hard�

10 과:�당당하게�서기,�격렬히�추락하기�

�

읽어야�할�성경:�삼상�1~4,�8-13,15�

The�Story�책:�pages�129�~143���

 
Key�Question:�What�attributes�helped�Hannah�and�Samuel�stand�tall?�

중요질문:�한나와�사무엘이�당당하게�설�수있게�해�준�자질은�무엇입니까?�

�

첫째날,�Hannah한나�Pages 129–131 
 

This week we look at two people who stood tall before the Lord, and at two who were in 

positions to stand tall, but instead fell hard. We begin with Hannah, a woman of downcast 

circumstances whose faith stood strong. 이번 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했던 두 사람과, 당당해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도리어 몰락했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섰던 

한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Hannah’s day, barrenness was a great disgrace; some even considered it a sign of God’s 

disfavor. 한나가 살던 당시, 불임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1. (a) In 1 Samuel 1:10–13, what did Hannah do about her anguish over not having 

children?  사무엘상 1: 10-13 에서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무엇을 했습니까? 

 

(b) How did Hannah address God (verse 11)?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11 절)? 

 

(c) She is the first person in Scripture to address God like this. What does her use of this 

title suggest about her relationship to God? 한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첫번째 

인물입니다. 한나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칭호로 볼 때,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d) What strikes you about Hannah’s prayer, both in what she says and what she doesn’t 

say? 한나의 기도(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에서 어떤 점이 놀랍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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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y do you think Hannah’s misery drew her closer to God, rather than driving her 

farther from Him? 왜 한나의 불행이, 그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en God answered Hannah’s prayer, she gave him credit by naming the child Samuel, which 

sounds like the Hebrew for heard of God. She also wrote a lengthy poetic prayer praising God.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정하였는데,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한나는 긴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 (a) Why is it important to tell others about answered prayers and to give thanks?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b) Write a prayer of thanksgiving that incorporates something from 1 Samuel 2:1–2. 
     사무엘상 2:1-2 절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둘째�날,�Eli�엘리�

Pages 131–132 
 
The child Samuel served under Eli, who was both priest and judge in Israel. Eli had two adult 

sons who were priests, like he. Unfortunately, they had no regard for God. They took for 

themselves and Eli the portions of peoples’ sacrifices that were supposed to go to the Lord, thus 

treating the offerings with contempt. They also had sex with the women who served at the 

tabernacle with them. God sent a prophet to warn Eli and ask him why he honored his sons over 

God. But nothing changed. 소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섬겼습니다. 

엘리는 두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와 같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의 제물의 일부를 그들 자신과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가로챔으로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1. 그들은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2.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하시며, 왜 하나님보다 그의 자식을 더욱 

중히 여기는지를 물으셨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One night God called to the boy Samuel while he was lying down in the temple near the ark. 
어느날 저녁에 하나님은 성전 안 언약궤 근처에 누워있던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1
�1�Samuel�2:1217.�사무엘상�2:12-17��

2
�1�Samuel�2:22.��사무엘상�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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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What did God tell Samuel he was going to do to Eli’s family (1 Samuel 3:12–14)?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12-14)?  

 

(b) What are some possible reasons why Eli didn’t stop his sons from misusing their 

office? 엘리가 그의 자녀들의 직위남용을 멈추지 못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 Why was Eli’s failure to restrain his sons so serious?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세째�날,�Samuel��사무엘�

Pages 133–136 
 

Like other children we’ve seen born to barren women after a long wait, Samuel had a special 

calling. 우리가 아는 오랫동안 아이를 못낳던 여인들에게 태어난 다른 아이들처럼,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4. (a) What was Samuel attested as (1 Samuel 3:19–21)?  
사무엘이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었음이 알려졌습니까(사무엘상 3:19-21)? 

 

 

(b) Why do you think God raised up a godly prophet like Samuel after Israel had suffered 

under the poor leadership of Eli and his sons?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지도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후에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선지자를 세우셨을까요?    

 

 

Eli’s sons hadn’t faith in God to obey him or treat him respectfully. On the other hand, they 

treat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as if it were a good-luck charm, taking it to a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in the hope of securing victory from the God with whom they had no 

relationship. But the Philistines captured the ark and killed Eli’s sons.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할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평상시에 관계없이 지내던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내기를 바라며 마치 행운을 주는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탈취했고 엘리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5. What are ways people today treat things of God as good-luck charms?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행운의 부적처럼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1�0 과�사무엘,�사울      4 |  P a g e  

God miraculously brought back the ark, proving he was God.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언약궤를 되찾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Samuel became judge over Israel. He gathered the people together, calling them to repent and 

turn back to God. Unexpectedly, the Philistines attacked them. Samuel cried out to God, who 

responded with loud thunder crashes against the Philistines. The Philistines panicked and the 

Israelites routed them. It was a perfect example of God going before them as King to lead their 

battles.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은 큰 우레를 

블레셋에 보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은 겁에 질렸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섬멸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완벽한 전형이었습니다.    

 

But the people weren’t satisfied with that and eventually asked for a change.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6. (a) When Samuel grew old, what did the Israelites ask him to do (1 Samuel 8:5)?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사무엘상 8:5)? 

 

(b) Whom were they trying to imitate?  
     그들은 누구를 닮고 싶어 했습니까? 

 

(c) If possible, describe a time you wanted something so that you could be like everybody 

else, but it turned out not to be the best for you.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무언가를 

원했지만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는 최선이 아니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7. (a) Their request displeased Samuel, so what did he do (1 Samuel 8:6)?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8:6)? 
 

(b) In what way was he imitating his godly mother, Hannah?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경건한 그의 어머니 한나를 닮았나요? 

 

 

(c) Explain how you can respond as Samuel did to something displeasing you today. 
     사무엘처럼, 오늘날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얘기해 봅시다.  
 

 
 

8. (a) Whom did God say the people were really rejecting (1 Samuel 8:7–8)?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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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etheless, what does God tell Samuel to do (verse 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9 절) 

       

 

(c) Samuel warns them what having a king will cost them. How do the people respond 

(verses 19–20)?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소유하는 댓가가 무엇인지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 20 절)?  
 
 
 

네째�날,�Saul�Starts�Well��사울의�좋은�시작��

Pages 136–141 

 
God brought Saul to Samuel and told him to anoint Saul king.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으라고 하셨습니다.  

 

9. In what ways was Saul like the kings of other nations, just as the people had requested (1 

Samuel 9:1–2)? 
사울의 어떤 면이 – 백성들이 요구했던것 처럼 - 다른 나라 왕들과 비슷했습니까? (사무엘 상 9:1-2)? 

 
 

Samuel anointed Saul king. Shortly after, Ammonites threatened one of the Israelite cities. When 

Saul heard about it, “the Spirit of God came powerfully upon him” and he successfully delivered 

the city, solidifying his position as king in the eyes of the people.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붓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암몬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3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도시를 성공적으로 구원하매, 사울은 백성들의 눈에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10. What warning did Samuel give the people when he reaffirmed Saul as king (1 Samuel 

12:14–15)? 
사무엘은 사울이 왕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사무엘상 12:14-15)?  

 
 

11. (a) What did Samuel assure the people of, despite their having rejected his advice (1 

Samuel 12:23)?  
   백성들이 사무엘의 충고를 무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          

   사무엘상 12:23)? 
                                                         

3
�Saul�had�relatives�in�the�city,�Jabesh�Gilead.�

���사울은�야베스�길르앗이라는�도시에�친척이�있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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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ow can you apply this to your own relationships, particularly difficult ones?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관계, 특히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까요?    

 

 

다섯째�날,�Saul�Finishes�Poorly��사울은�끝이�나쁘다.��

Pages 141–143 

 
Saul summoned troops to meet him at Gilgal for another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사울은 블레셋을 대적하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길갈에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12. (a) What had Samuel instructed Saul to do at Gilgal (1 Samuel 10:8)?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사무엘상 10:8)?  
   

(b) What did Saul do instead (1 Samuel 13:8–10)?  
     사울은 그 대신 무엇을 했나요(사무엘상 13:8-10)? 

 

(c) What did his lack of obedience to God’s command through Samuel show?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The kings of other nations performed priestly duties; in fact, they often claimed deity themselves. 

But that was strictly forbidden in Israel. The Israelite kings were to be submissive to God, and 

that included both following direction from godly prophets speaking in his name and obeying 

God’s laws regarding kingship. Saul failed both.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빈번히 그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은 이스라엘안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한 선지자들의 인도를 따르는 것과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사울은 두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Nonetheless, the Lord rescued Israel again, this time through the hand of Saul’s courageous son 

Jonathan and an earthquak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주님은 사울의 용맹한 아들 요나단과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Later, Samuel came to Saul with a prophetic message from God.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13. What assignment did the Lord Almighty give to Saul in 1 Samuel 15:1–3? 
사무엘상 15:1-3 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과업을 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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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alekites were not among the Canaanite groups God told the Israelites to drive out of the 

land. They were descended from Esau’s grandson, Amalek. As Moses led the weary Israelites out 

of Egypt and through the Sinai Peninsula, the Amalekites attacked them from behind, cutting off 

those who lagged behind. Joshua turned back to lead the fight against the Amalekite army at 

their rear. A hard and difficult battle ensued, but the Israelites finally drove them away.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습니다4. 

그들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5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반도를 통과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여 뒤떨어진 약자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후미로 돌아가서 아말렉을 상대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6.  

 

The Lord pronounced the severest form of judgment on the Amalekites: total destruction. He 

told Moses to write down that God himself would be at war against the Amalekites.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가장 엄격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완전한 멸절7.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전쟁에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시겠다는 것을 적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8.                                                          
4
�The�Amalekites�were�nomads�dwelling�mostly�in�the�Sinai�Peninsula.�They�often�acted�as�mercenaries,�assisting�

others�in�wars�and�raids.�아말렉은�대부분이�시내�반도에�머물러�사는�유목민이다.�그들은�종종�다른�족속들의�전쟁과�

침략을�돕는�용병역할을�하기도�했다.���

�
5
�Genesis�36:12.�Amalek�would�have�known�about�the�promises�God�made�to�his�great-great-grandfather�

Abraham,�including�that�some�of�his�descendants�would�be�enslaved�400�years�and�then�brought�to�the�land�of�

Canaan�to�drive�out�the�inhabitants�when�the�inhabitants’�sin�had�reached�the�measure�warranting�it�(Genesis�

15:1316).�Perhaps�Amalek�continued�the�jealousy�over�Jacob�being�chosen�over�Esau�for�the�birthright.�Did�the�

Amalekites�upon�hearing�of�the�miraculous�deliverance�of�Jacob’s�descendants�now�think�they�could�prevent�

God�from�completing�his�plans?�Whatever�the�case,�they�set�out�to�destroy�the�people�God�had�just�rescued�

from�Pharaoh,�and�in�so�doing�set�themselves�against�God.�

창세기�36:12 절.�아말렉은�그의�고조부인�아브라함에게�맺으신�하나님의�약속에�대해�알았을�것입니다.�그�약속�중에는�그의�

후손들�중�일부가 400 년간�노예생활을�할�것과�그�후�가나안�땅에�돌아와�죄악이�가득�찬�그�땅의�거주민들을�몰아낼�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창세기�15:13-16).�아마도�아말렉은�에서가�아닌�야곱이�장자권을�받은�것에�대한�시기심을�계속�가지고�

있었던�것�같습니다.�야곱의�자손들이�기적적으로�출애굽�했다는�소식을�접한�아말렉은�자기들이�하나님의�계획을�완성하지�

못하도록�방해할�수�있다고�생각했을까요?�어떠한�경우든,�그들은�하나님이�바로로�부터�구출한�백성을�멸하러�나섰고,�

그렇게�함으로써�그들�스스로�하나님을�대적하게�되었습니다.��

�
6
�Exodus�17:8-16��출애굽기�17:8-16.�

�
7
�The�Hebrew�word�refers�to�the�irrevocably�giving�over�of�things�or�persons�to�God,�often�by�destruction.�

���히브리어로는�멸망에�의해�물건이나�사람을�최종적으로�하나님께�드리는�것을�의미합니다.�

�
8
�Later,�when�Moses�addressed�the�next�generation�of�Israelites�just�before�they�entered�the�Promised�Land,�he�

told�them�to�remember,�“When�you�were�weary�and�worn�out,�they�met�you�on�your�journey�and�cut�off�all�who�

were�lagging�behind;�they�had�no�fear�of�God”�(Deuteronomy�25:18).�Moses�gave�them�this�charge:�“When�the�

LORD�your�God�gives�you�rest�from�all�the�enemies�around�you�in�the�land�he�is�giving�you�to�possess�as�an�

inheritance,�you�shall�blot�out�the�memory�of�Amalek�from�under�heaven.�Do�not�forget!”�(Deuteronomy�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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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time of the judges, the Amalekites often oppressed the Israelites, joining forces with 

other peoples raiding them. 사사시대 동안, 아말렉은 종종 다른 족속의 군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침략하였습니다.  

 

Samuel told Saul the time had now come to bring God’s judgment against the Amalekites. They 

were to take no spoils or prisoners.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전리품이나 포로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야 했습니다.   

 

14. Did Saul obey God’s command completely (1 Samuel 15:8–9)?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했습니까 (사무엘상 15:8-9)? 

 

 
 

When Samuel confronted Saul, he claimed the people kept the animals in order to sacrifice them 

to God. But that’s not what God told Saul to do.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자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지내기 위해서 동물들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9.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닌다10.  

 

Saul’s refusal to obey God yet again brought consequences: his kingdom would not endure.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순종 거부는 그의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5. (a) What caused Saul to finish poorly?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좋지 못한 마무리를 하게 했습니까? 

 

 

 

(b) What attributes did Saul and Eli lack that caused them to fall?  
     사울과 엘리는 어떤 자질이 부족해서 몰락하게 되었나요? 

 

                                                                                                                                                                                    
나중에,�모세가�약속의�땅에�들어가기�전에�이스라엘의�다음�세대에게�전하기를�“그들이�너를�길에서�만나�네가�피곤할�때에�

네�뒤에�떨어진�약한�자들을�쳤고�하나님을�두려워하지�아니하였느니라”�(신명기�25:18).�모세는�그들에게�이러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므로�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어�차지하게�하시는�땅에서�네�하나님�여호와께서�사방에�있는�

모든�적군으로부터�네게�안식을�주실�때에는�너는�천하에서�아말렉에�대한�기억을�지워버리라�너는�잊지�말지니라”�(신명기�

25:19).���
9
�Note�that�those�offering�such�fellowship�sacrifices�ate�much�of�the�offering.�

���화목제를�드리는�자에게는�그�제물의�많은�부분을�먹을�수�있었다는�것을�상기하십시오.�
10

�Saul�did�not�kill�all�the�Amalekites.�Quite�a�few�survived�and�David�later�fought�against�them�too.�They�

remained�in�the�land�until�the�time�of�Hezekiah.�It’s�unclear�whether�Saul�was�to�go�after�just�the�Amalekites�

residing�in�that�portion�of�the�land�to�which�Samuel�sent�him.�사울은�모든�아말렉을�진멸하지�못하였습니다.�상당한�

수의�생존자가�있었고,�다윗은�나중에�그들과�다시�싸워야�했습니다.��그들은�히스기야�왕때까지�그�땅에�남아�있었습니다.�

사울이�사무엘의�지시에�따라�아말렉족속들이�거주하는�부분까지�추격했는�지는�불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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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at attributes did Hannah and Samuel have that helped them stand tall? 
     한나와 사무엘이 당당하게 설수 있게 해 준 자질은 무엇이었습니까?    

 

 

We’ve seen how Hannah cried out to God in her misery and praised him in her joy. We saw 

Samuel talk to God when he was displeased, and we saw his commitment to intercede for those 

who had rejected his advice. 우리는 한나가 불행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쁨 중에 어떻게 그를 

찬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불쾌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의 헌신도 보았습니다.  

 

16. Write a prayer below based on one of these examples.  
이들 중 한 가지를 바탕으로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 T H E � S T O R Y ” � � S M A L L �G R O U P �교재 � �

� � � � � � � � � : �하나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 (하 .나 .우 . ) �
W R I T T E N � B Y � J E A N � E . � J O N E S �@ 2 0 1 2 � �

�번역 � B Y �뉴송교회 �이진욱 , �교정 � B Y �훈련부 �번역팀 �@ 2 0 1 4 �

� 

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늘)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하는  나의  이야기(땅)  

우리의  이야기  (T4T )  

: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야기(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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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표:�이스라엘의�첫번째�리더들�(기원전�1500-586)�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1406) 
                      출애굽(1446)  

리더들  
                   모세 (1446-1406) 
                                     여호수아 (1406-1375) 
                                        사사들 (1375-1050).                                                                                                                            
 

        
          통일왕국 (1050)              유다와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리됨(930)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멸망(722)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586) 

왕들 
 사울(1050-1010) 

            다윗 (1010-970)     여로보암 I (이스라엘 930-909) 

                         솔로몬 (970-930) 

                                               리호보암 (유다 9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