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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호세아 10장 ~ 요나 4장> 이름:
10장 ~ 호세아 14장

10 그들이 두 마음
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11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
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12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13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
가 없느니라
14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
힐 것이라
요엘 1장 ~ 요엘 3장

1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
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3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
하리로다
아모스 1장 ~ 아모스 9장

1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
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2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
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3 두 사람이 뜻
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4 너희는 벧엘에 가서 범죄
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5 정의
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
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
하는 자로다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
을 잡고
서셨더니
8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
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9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
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1 구원 받은 자들

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1장 ~ 요나 4장

1 요나
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리라 하였더니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