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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독 성경읽기 (2020. 8. 26)

[20-21년]

< 범위 : 민수기 32장 ~ 신명기 18장 > 이름:
32장 – 민수기 36장
32.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33.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

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35.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
36.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이 되게 하되

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신명기 1장 – 신명기 18장

1.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

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2. 여호와께서 손

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3. 너는 여호수아

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

하였느니라

5.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

와 세우신 것이라
6.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하라

7.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으로 택하셨나니

8.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
침내 네게 복

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9.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10. 내가 오늘 네 행복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1.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12.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복이 될 것이요

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3.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
14. 너는 가증한 것
15. 오직 피

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6.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
17.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18.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

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