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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미가 1장 ~ 스가랴 5장> 이름:
1장 ~ 미가 7장

1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 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2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
을 벗기며
3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
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4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
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5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
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
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훔 1장 ~ 나훔 3장

1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
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2 니느웨
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3 화 있을진저 피의 성
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
는도다
하박국 1장 ~ 하박국 3장

1 이러므로 율법
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2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
으로 말미암아 살리
라
3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1장 ~ 스바냐 3장

1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
하리라
2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
을 얻으리라
3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
을 얻게 하리라
학개 1장 ~ 학개 2장

1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
를 살필지니라
2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을

스가랴 1장 ~ 스가랴 5장

1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2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
에서 일어나심이니
라 하라 하더라
3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
이라 내가 내 종 싹
을 나게 하리라
4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
쪽에 있나이다 하고
5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