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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이사야 56장 ~ 예레미야 12장> 이름:
56장 ~ 이사야 66장
5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

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57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
58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

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

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59 성실

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

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60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
61 여호와의 은혜의 해

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2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3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64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

라 하셨거늘

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65 너희는 내가 창조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66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

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

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레미야 1장 ~ 예레미야 12장
1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
자
2 네가 어찌 사랑

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

르쳤으며
3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

을 더럽혔거늘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

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5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6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을 알지 못하니

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

이라
7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

를 행하며

8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
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9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

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10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
11 너희는 이 언약의 말
12 그들이 순종

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을 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