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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예레미야 36장 ~ 예레미야애가 5장> 이름:
36장 ~ 예레미야 52장

36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을 낭독하니라

37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을 듣지 아니하

니라
38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
39 시드기야

대로 되리이다

의 제십일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40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41 그가 그다랴

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42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

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43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44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

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45 바룩
46 딸 애굽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47 오호라 여호와의 칼
48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

이 여기까지니라
49 네 고아

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

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50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
약으로 여호와와 연합

하라 하리라

51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 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
52 그 죄수의 의복

할 것이나

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1장 ~ 예레미야애가 5장

1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

을 회

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2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

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
4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

이 아니시로다

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

리라
5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