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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 여쭙는 이스라엘

0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0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다

0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

유다의 승리① 베섹 + 아도니 베섹

0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0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0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07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의 승리② 예루살렘

0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의 승리③ 남방지역a. 헤브론 

0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갈렙)의 승리④ - 남방지역b. 드빌(기럇 세벨) 

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4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겐 사람의 편입

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의 승리⑤ - 남방지역c. 호르마(스밧)

17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의 승리⑥ 블레셋 지역

18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

유다의 실패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헤브론과 예루살렘

20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