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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잠언 16~전도서 8장> 이름:
16장 ~ 잠언 31장

16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
17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

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8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
19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

하니라

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20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
21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

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22 선한 눈

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23 악한 눈

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24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

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2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

는 뼈를 꺾느니라

26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
27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
28 성실

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29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
30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을 주시느니라

시니라

31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를 신원할지니라

1장 ~ 전도서 8장

1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
2 내가 보니 지혜

한가

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4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5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
6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
7 지혜

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을 얻을 것임이라

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8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니함이니라

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