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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에스겔 47장 ~ 호세아 9장> 이름:
47장 ~ 에스겔 48장

4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
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

에게는 두 몫이니라

48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

할지니라

다니엘 1장 ~ 다니엘 12장

1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

나 나은

줄을 아니라
2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하니라
3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의 통치

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6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이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7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8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
는 을래 강변

에서이니라

9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0 이르되 큰 은총

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11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

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12 지혜 있는 자

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

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호세아 1장 ~ 호세아 9장

1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

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 진실함

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3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으로 나아가리라

4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

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5 벌하는 날

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

라
6 나는 인애

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
8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
9 그들이 듣지
자가 되리라

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