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세상 ( Early World )
__ 1. 창세기 1-4
__ 2. 창세기 5-8
__ 3. 창세기 9-11

성조시대 ( Patriarchs )
__ 4. 창세기 12-16
__ 5. 창세기 17-20
__ 6. 창세기 21-24

정복과 판관시대
(Conquest and Judges )

왕국의 분열시기

__32. 여호수아기 1-4

__60. 열왕기 상 12-15
__61. 열왕기 상 16-19
__62. 열왕기 상 20-22
__63. 열왕기 하 1-4

__33. 여호수아기 5-8
__34. 여호수아기 9-12
__35. 여호수아기 13-16
__36. 여호수아기 17-20
__37. 여호수아기 21-24

( Divided Kingdom )

__64. 열왕기 하 5-8
__65. 열왕기 하 9-12
__66. 열왕기 하 13-16

__ 7. 창세기 25-28
__ 8. 창세기 29-32

__38. 판관기 1-4
__39. 판관기 5-8

유배시기 ( Exile )

__ 9. 창세기 33-36
__10. 창세기 37-40
__11. 창세기 41-45

__40. 판관기 9-12
__41. 판관기 13-16
__42. 판관기 17-21

__68. 열왕기 하 21-25

__12. 창세기 46-50

에집트와 탈출기
(Egypt and Exodus )
__13. 탈출기 1-4
__14. 탈출기 5-8
__15. 탈출기 9-12
__16. 탈출기 13-16
__17. 탈출기 17-20
__18. 탈출기 21-24
__19. 탈출기 25-28
__20. 탈출기 29-32
__21. 탈출기 33-36
__22. 탈출기 37-40

광야시대
( Desert Wanderings )
__23. 민수기 1-4
__24. 민수기 5-8
__25. 민수기 9-12
__26. 민수기 13-16
__27. 민수기 17-20
__28. 민수기 21-24
__29. 민수기 25-28
__30. 민수기 29-32
__31. 민수기 33-36

__43. 사무엘기 상 1-4
__44. 사무엘기 상 5-8

왕조시대
( Royal Kingdom )

__67. 열왕기 하 17-20

유배이후 귀환 ( Return )
__69. 에즈라기 1-5
__70. 에즈라기 6-10
__71. 느헤미야기 1-4
__72. 느헤미야기 5-8
__73. 느헤미야기 9-13

마카베오 전쟁

__45. 사무엘기 상 9-12
__46. 사무엘기 상 13-16

( Maccabean Revolt )

__47 사무엘기 상 17-20
__48. 사무엘기 상 21-24
__49. 사무엘기 상 25-28

__75. 마카베오기 상 5-8
__76. 마카베오기 상 9-12

__50. 사무엘기 상 29-31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

__74. 마카베오기 상 1-4

__77. 마카베오기 상 13-16

(Messianic Fulfillment )

__51. 사무엘기 하 1-4
__52. 사무엘기 하 5-8
__53. 사무엘기 하 9-12
__54. 사무엘기 하 13-16
__55. 사무엘기 하 17-20
__56. 사무엘기 하 21-24
__57. 열왕기 상 1-4
__58. 열왕기 상 5-8
__59. 열왕기 상 9-11

__78. 루카 복음 1-4
__79. 루카 복음 5-8
__80. 루카 복음 9-12
__81. 루카 복음 13-16
__82. 루카 복음 17-20
__83. 루카 복음 21-24

교회시대 ( Church )
__84. 사도행전 1-4
__85. 사도행전 5-8
__86. 사도행전 9-12
__87. 사도행전 13-16
__88. 사도행전 17-20
__89. 사도행전 21-24
__90. 사도행전 2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