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년1독 성경읽기 (2021. 3. 3)

- 34 -

< 범위 : 예레미야 13장 ~ 예레미야 35장> 이름:
13장 ~ 예레미야 35장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

하는 까닭이라

14 이스라엘의 소망

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

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

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16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

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

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7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1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시니이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1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20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

같게 할 것이라

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22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

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
24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를 행할 것이며

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5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
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26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

준 그 땅에 살리라
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7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28 평화

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

정 받게 되리라
2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
망

을 주는 것이니라

30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
31 너의 장래에 소망

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
이 밭

을 사되

3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4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3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