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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독 성경읽기 (2021. 2. 3)

< 범위 : 전도서 9장 ~ 이사야 9장> 이름:
9장 ~ 전도서 12장

9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10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
11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를 삼키나니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

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12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니라
아가 1장 ~ 아가 8장

1 솔로몬

의 아가라

2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
3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4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명이 둘러쌌는데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5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로다
6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

를 먹이는도다

7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

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8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사야 1장 ~ 이사야 9장

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2 말일

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
4 그 날에 여호와의 싹

를 먹을 것임이요

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5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
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

를 맺었도다

6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

도다 하더라
7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8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9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

계심이니라
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