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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e Jesus Christ’s victory of grace!





머리말
한국어 at AionianBible.org/Preface

The Holy Bible Aionian Edition ® is the world’s first Bible un-translation! What is an un-
translation? Bibles are translated into each of our languages from the original Hebrew,
Aramaic, and Koine Greek. Occasionally, the best word translation cannot be found and
these words are transliterated letter by letter. Four well known transliterations are Christ,
baptism, angel, and apostle. The meaning is then preserved more accurately through
context and a dictionary. The Aionian Bible un-translates and instead transliterates ten
additional Aionian Glossary words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God’s love for individuals
and all mankind, and the nature of afterlife destinies.

The first three words are aiōn, aiōnios, and aïdios, typically translated as eternal and
also world or eon. The Aionian Bible is named after an alternative spelling of aiōnios.
Consider that researchers question if aiōn and aiōnios actually mean eternal. Translating
aiōn as eternal in Matthew 28:20 makes no sense, as all agree. The Greek word
for eternal is aïdios, used in Romans 1:20 about God and in Jude 6 about demon
imprisonment. Yet what about aiōnios in John 3:16? Certainly we do not question
whether salvation is eternal! However, aiōnios means something much more wonderful
than infinite time! Ancient Greeks used aiōn to mean eon or age. They also used the
adjective aiōnios to mean entirety, such as complete or even consummate, but never
infinite time. Read Dr. Heleen Keizer and Ramelli and Konstan for proofs. So aiōnios
is the perfect description of God's Word which ha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And the aiōnios life promised in John 3:16 is not simply a ticket to eternal life
in the future, but the invitation through faith to the consummate life beginning now!

The next seven words are Sheol, Hadēs, Geenna, Tartaroō, Abyssos, and Limnē Pyr.
These words are often translated as Hell, the place of eternal punishment. However, Hell
is ill-defined when compared with the Hebrew and Greek. For example, Sheol is the
abode of deceased believers and unbelievers and should never be translated as Hell.
Hadēs is a temporary place of punishment, Revelation 20:13-14. Geenna is the Valley of
Hinnom, Jerusalem's refuse dump, a temporal judgment for sin. Tartaroō is a prison for
demons, mentioned once in 2 Peter 2:4. Abyssos is a temporary prison for the Beast
and Satan. Translators are also inconsistent because Hell is used by the King James
Version 54 times,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14 times, and the World English Bible
zero times. Finally, Limnē Pyr is the Lake of Fire, yet Matthew 25:41 explains that
these fires a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So there is reason to review our
conclusions about the destinies of redeemed mankind and fallen angels.

This un-translation helps us to see these ten underlying words in context. The original
translation is unaltered and a note is added to 63 Old Testament and 200 New Testament
verses. To help parallel study and Strong's Concordance use, apocryphal text is removed
and most variant verse numbering is mapped to the English standard. We thank our
sources at eBible.org, Crosswire.org, unbound.Biola.edu, Bible4u.net, and NHEB.net.
The Aionian Bible is copyrighted with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allowing
100% freedom to copy and print, if respecting source copyrights. Check the Reader's
Guide and read online at AionianBible.org, with Android, and TOR network. Why purple?
King Jesus’ Word is royal… and purple is the color of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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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



이같이하나님이그사람을쫓아내시고에덴동산동편에그룹들과두루도는화염검을

두어생명나무의길을지키게하시니라

창세기 3:24



창세기 11

창세기
1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시니라! 2땅이혼돈

하고공허하며흑암이깊음위에있고하나님의신(神

)은수면에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가라사대빛이있

으라! 하시매빛이있었고 4그빛이하나님의보시기

에좋았더라하나님이빛과어두움을나누사 5빛을낮

이라칭하시고어두움을밤이라칭하시니라저녁이되

며아침이되니이는첫째날이니라 6하나님이가라사

대물가운데궁창이있어물과물로나뉘게하리라! 하

시고 7하나님이궁창을만드사궁창아래의물과궁창

위의물로나뉘게하시매그대로되니라 8하나님이궁

창을하늘이라칭하시니라저녁이되며아침이되니

이는둘째날이니라 9하나님이가라사대천하의물이

한곳으로모이고뭍이드러나라! 하시매그대로되니

라 10하나님이뭍을땅이라칭하시고모인물을바다

라칭하시니라하나님의보시기에좋았더라 11하나님

이가라사대땅은풀과씨맺는채소와각기종류대로

씨가진열매맺는과목을내라하시매그대로되어 12

땅이풀과각기종류대로씨맺는채소와각기종류대

로씨가진열매맺는나무를내니하나님의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저녁이되며아침이되니이는세째날이

니라 14하나님이가라사대하늘의궁창에광명이있어

주야를나뉘게하라또그광명으로하여징조와사시

와일자와연한이이루라 15또그광명이하늘의궁창

에있어땅에비취라하시고 (그대로되니라) 16하나님

이두큰광명을만드사큰광명으로낮을주관하게하

시고작은광명으로밤을주관하게하시며또별들을

만드시고 17하나님이그것들을하늘의궁창에두어땅

에비취게하시며 18주야를주관하게하시며빛과어



창세기 12

두움을나뉘게하시니라하나님의보시기에좋았더라

19저녁이되며아침이되니이는네째날이니라 20하

나님이가라사대물들은생물로번성케하라땅위하

늘의궁창에는새가날으라하시고 21하나님이큰물

고기와물에서번성하여움직이는모든생물을그종

류대로, 날개있는모든새를그종류대로창조하시니

하나님의보시기에좋았더라 22하나님이그들에게복

을주어가라사대생육하고번성하여여러바다물에

충만하라새들도땅에번성하라하시니라 23저녁이되

며아침이되니이는다섯째날이니라 24하나님이가

라사대땅은생물을그종류대로내되육축과기는것

과땅의짐승을종류대로내라하시고 (그대로되니라)

25하나님이땅의짐승을그종류대로,육축을그종류

대로, 땅에기는모든것을그종류대로만드시니하나

님의보시기에좋았더라 26하나님이가라사대우리의

형상을따라우리의모양대로우리가사람을만들고

그로바다의고기와, 공중의새와, 육축과, 온땅과, 땅

에기는모든것을다스리게하자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형상곧하나님의형상대로사람을창조하시되

남자와여자를창조하시고 28하나님이그들에게복을

주시며그들에게이르시되생육하고번성하여땅에충

만하라, 땅을정복하라, 바다의고기와공중의새와땅

에움직이는모든생물을다스리라하시니라 29하나님

이가라사대내가온지면의씨맺는모든채소와씨가

진열매맺는모든나무를너희에게주노니너희식물

이되리라 30또땅의모든짐승과공중의모든새와생

명이있어땅에기는모든것에게는내가모든푸른풀

을식물로주노라하시니그대로되니라 31하나님이



창세기 13

그지으신모든것을보시니보시기에심히좋았더라

저녁이되며아침이되니이는여섯째날이니라

2천지와만물이다이루니라 2하나님의지으시던일

이일곱째날이이를때에마치니그지으시던일이다

하므로일곱째날에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일곱째

날을복주사거룩하게하셨으니이는하나님이그창

조하시며만드시던모든일을마치시고이날에안식

하셨음이더라 4여호와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신때

에천지의창조된대략이이러하니라 5여호와하나님

이땅에비를내리지아니하셨고경작할사람도없었

으므로들에는초목이아직없었고밭에는채소가나

지아니하였으며 6안개만땅에서올라와온지면을적

셨더라 7여호와하나님이흙으로사람을지으시고생

기를그코에불어넣으시니사람이생령이된지라 8

여호와하나님이동방의에덴에동산을창설하시고그

지으신사람을거기두시고 9여호와하나님이그땅에

서보기에아름답고먹기에좋은나무가나게하시니

동산가운데에는생명나무와선악을알게하는나무도

있더라 10강이에덴에서발원하여동산을적시고거기

서부터갈라져네근원이되었으니 11첫째의이름은

비손이라금이있는하윌라온땅에둘렸으며 12그땅

의금은정금이요그곳에는베델리엄과호마노도있

으며 13둘째강의이름은기혼이라구스온땅에둘렸

고 14세째강의이름은힛데겔이라앗수르동편으로

흐르며네째강은유브라데더라 15여호와하나님이그

사람을이끌어에덴동산에두사그것을다스리며지

키게하시고 16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에게명하여

가라사대동산각종나무의실과는네가임의로먹되

17선악을알게하는나무의실과는먹지말라! 네가먹



창세기 14

는날에는정녕죽으리라! 하시니라 18여호와하나님

이가라사대사람의독처하는것이좋지못하니내가

그를위하여돕는배필을지으리라하시니라 19여호와

하나님이흙으로각종들짐승과공중의각종새를지

으시고아담이어떻게이름을짓나보시려고그것들을

그에게로이끌어이르시니아담이각생물을일컫는

바가곧그이름이라 20아담이모든육축과공중의새

와들의모든짐승에게이름을주니라아담이돕는배

필이없으므로 21여호와하나님이아담을깊이잠들게

하시니잠들매그가그갈빗대하나를취하고살로대

신채우시고 22여호와하나님이아담에게서취하신그

갈빗대로여자를만드시고그를아담에게로이끌어오

시니 23아담이가로되 `이는내뼈중의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남자에게서취하였은즉여자라칭하리

라'하니라 24이러므로남자가부모를떠나그아내와

연합하여둘이한몸을이룰지로다! 25아담과그아내

두사람이벌거벗었으나부끄러워아니하니라

3여호와하나님의지으신들짐승중에뱀이가장간

교하더라뱀이여자에게물어가로되 `하나님이참으

로너희더러동산모든나무의실과를먹지말라하시

더냐?' 2여자가뱀에게말하되 `동산나무의실과를우

리가먹을수있으나 3동산중앙에있는나무의실과

는하나님의말씀에너희는먹지도말고만지지도말

라너희가죽을까하노라하셨느니라' 4뱀이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결코죽지아니하리라 5너희가그것을

먹는날에는너희눈이밝아하나님과같이되어선악

을알줄을하나님이아심이니라' 6여자가그나무를

본즉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할만큼

탐스럽기도한나무인지라여자가그실과를따먹고



창세기 15

자기와함께한남편에게도주매그도먹은지라 7이에

그들의눈이밝아자기들의몸이벗은줄을알고무화

과나무잎을엮어치마를하였더라 8그들이날이서늘

할때에동산에거니시는여호와하나님의음성을듣

고아담과그아내가여호와하나님의낯을피하여동

산나무사이에숨은지라 9여호와하나님이아담을부

르시며그에게이르시되네가어디있느냐? 10가로되

`내가동산에서하나님의소리를듣고내가벗었으므

로두려워하여숨었나이다' 11가라사대누가너의벗

었음을네게고하였느냐?내가너더러먹지말라명한

그나무실과를네가먹었느냐? 12아담이가로되 `하나

님이주셔서나와함께하게하신여자그가그나무실

과를내게주므로내가먹었나이다' 13여호와하나님

이여자에게이르시되네가어찌하여이렇게하였느냐

? 여자가가로되 `뱀이나를꾀므로내가먹었나이다'

14여호와하나님이뱀에게이르시되네가이렇게하였

으니네가모든육축과들의모든짐승보다더욱저주

를받아배로다니고종신토록흙을먹을지니라 15내

가너로여자와원수가되게하고너의후손도여자의

후손과원수가되게하리니여자의후손은네머리를

상하게할것이요너는그의발꿈치를상하게할것이

니라하시고 16또여자에게이르시되내가네게잉태

하는고통을크게더하리니네가수고하고자식을낳

을것이며너는남편을사모하고남편은너를다스릴

것이니라하시고 17아담에게이르시되네가네아내의

말을듣고내가너더러먹지말라한나무실과를먹었

은즉땅은너로인하여저주를받고너는종신토록수

고하여야그소산을먹으리라 18땅이네게가시덤불과

엉겅퀴를낼것이라너의먹을것은밭의채소인즉 19



창세기 16

네가얼굴에땀이흘러야식물을먹고필경은흙으로

돌아가리니그속에서네가취함을입었음이라너는

흙이니흙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시니라 20아담이

그아내를하와라이름하였으니그는모든산자의어

미가됨이더라 21여호와하나님이아담과그아내를

위하여가죽옷을지어입히시니라 22여호와하나님이

가라사대보라, 이사람이선악을아는일에우리중하

나같이되었으니그가그손을들어생명나무실과도

먹고영생할까하노라하시고 23여호와하나님이에덴

동산에서그사람을내어보내어그의근본된토지를

갈게하시니라 24이같이하나님이그사람을쫓아내

시고에덴동산동편에그룹들과두루도는화염검을

두어생명나무의길을지키게하시니라

4아담이그아내하와와동침하매하와가잉태하여

가인을낳고이르되 `내가여호와로말미암아득남하

였다'하니라 2그가또가인의아우아벨을낳았는데

아벨은양치는자이었고,가인은농사하는자이었더

라 3세월이지난후에가인은땅의소산으로제물을

삼아여호와께드렸고 4아벨은자기도양의첫새끼와

그기름으로드렸더니여호와께서아벨과그제물은

열납하셨으나 5가인과그제물은열납하지아니하신

지라가인이심히분하여안색이변하니 6여호와께서

가인에게이르시되네가분하여함은어찜이며안색이

변함은어찜이뇨? 7네가선을행하면어찌낯을들지

못하겠느냐?선을행치아니하면죄가문에엎드리느

니라죄의소원은네게있으나너는죄를다스릴지니

라 8가인이그아우아벨에게고하니라그후그들이

들에있을때에가인이그아우아벨을쳐죽이니라 9

여호와께서가인에게이르시되네아우아벨이어디



창세기 17

있느냐?그가가로되 `내가알지못하나이다내가내

아우를지키는자이니까?' 10가라사대네가무엇을하

였느냐?네아우의핏소리가땅에서부터내게호소하

느니라 11땅이그입을벌려네손에서부터네아우의

피를받았은즉네가땅에서저주를받으리니 12네가

밭갈아도땅이다시는그효력을네게주지아니할것

이요너는땅에서피하며유리하는자가되리라 13가

인이여호와께고하되 `내죄벌이너무중하여견딜수

없나이다 14주께서오늘이지면에서나를쫓아내시

온즉내가주의낯을뵈옵지못하리니내가땅에서피

하며유리하는자가될지라무릇나를만나는자가나

를죽이겠나이다' 15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그렇

지않다가인을죽이는자는벌을칠배나받으리라하

시고가인에게표를주사만나는누구에게든지죽임을

면케하시니라 16가인이여호와의앞을떠나나가에

덴동편놋땅에거하였더니 17아내와동침하니그가

잉태하여에녹을낳은지라가인이성을쌓고그아들

의이름으로성을이름하여에녹이라하였더라 18에녹

이이랏을낳았고, 이랏은므후야엘을낳았고, 므후야

엘은므드사엘을낳았고, 므드사엘은라멕을낳았더라

19라멕이두아내를취하였으니하나의이름은아다요

, 하나의이름은씰라며 20아다는야발을낳았으니그

는장막에거하여육축치는자의조상이되었고 21그

아우의이름은유발이니그는수금과퉁소를잡는모

든자의조상이되었으며 22씰라는두발가인을낳았으

니그는동, 철로각양날카로운기계를만드는자요두

발가인의누이는나아마이었더라 23라멕이아내들에

게이르되 `아다와씰라여내소리를들으라라멕의아

내들이여! 내말을들으라나의창상을인하여내가사



창세기 18

람을죽였고나의상함을인하여소년을죽였도다 24

가인을위하여는벌이칠배일진대라멕을위하여는벌

이칠십칠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아담이다시아내

와동침하매그가아들을낳아그이름을셋이라하였

으니 `이는하나님이내게가인의죽인아벨대신에다

른씨를주셨다' 함이며 26셋도아들을낳고그이름을

에노스라하였으며그때에사람들이비로소여호와의

이름을불렀더라

5아담자손의계보가이러하니라하나님이사람을창

조하실때에하나님의형상대로지으시되 2남자와여

자를창조하셨고그들이창조되던날에하나님이그들

에게복을주시고그들의이름을사람이라일컬으셨더

라 3아담이일백삼십세에자기모양곧자기형상과

같은아들을낳아이름을셋이라하였고 4아담이셋을

낳은후팔백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5그가구백

삼십세를향수하고죽었더라 6셋은일백오세에에노

스를낳았고 7에노스를낳은후팔백칠년을지내며

자녀를낳았으며 8그가구백십이세를향수하고죽었

더라 9에노스는구십세에게난을낳았고 10게난을낳

은후팔백십오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11그가

구백오세를향수하고죽었더라 12게난은칠십세에마

할랄렐을낳았고 13마할랄렐을낳은후팔백사십년을

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14그가구백십세를향수하고

죽었더라 15마할랄렐은육십오세에야렛을낳았고 16

야렛을낳은후팔백삼십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

며 17그가팔백구십오세를향수하고죽었더라 18야

렛은일백육십이세에에녹을낳았고 19에녹을낳은

후팔백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20그가구백육

십이세를향수하고죽었더라 21에녹은육십오세에



창세기 19

므두셀라를낳았고 22므두셀라를낳은후삼백년을하

나님과동행하며자녀를낳았으며 23그가삼백육십

오세를향수하였더라 24에녹이하나님과동행하더니

하나님이그를데려가시므로세상에있지아니하였더

라 25므두셀라는일백팔십칠세에라멕을낳았고 26

라멕을낳은후칠백팔십이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

으며 27그는구백육십구세를향수하고죽었더라 28

라멕은일백팔십이세에아들을낳고 29이름을노아

라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땅을저주하시므로수고

로이일하는우리를이아들이안위하리라'하였더라

30라멕이노아를낳은후오백구십오년을지내며자

녀를낳았으며 31그는칠백칠십칠세를향수하고죽

었더라 32노아가오백세된후에셈과,함과, 야벳을낳

았더라

6사람이땅위에번성하기시작할때에그들에게서

딸들이나니 2하나님의아들들이사람의딸들의아름

다움을보고자기들의좋아하는모든자로아내를삼

는지라 3여호와께서가라사대나의신(神)이영원히

사람과함께하지아니하리니이는그들이육체가됨이

라그러나그들의날은일백이십년이되리라하시니

라 4당시에땅에네피림이있었고그후에도하나님의

아들들이사람의딸들을취하여자식을낳았으니그들

이용사라고대에유명한사람이었더라 5여호와께서

사람의죄악이세상에관영함과그마음의생각의모

든계획이항상악할뿐임을보시고 6땅위에사람지

으셨음을한탄하사마음에근심하시고 7가라사대나

의창조한사람을내가지면에서쓸어버리되사람으

로부터육축과기는것과공중의새까지그리하리니

이는내가그것을지었음을한탄함이니라하시니라 8



창세기 20

그러나노아는여호와께은혜를입었더라 9노아의사

적은이러하니라노아는의인이요당세에완전한자라

그가하나님과동행하였으며 10그가세아들을낳았으

니셈과, 함과, 야벳이라 11때에온땅이하나님앞에

패괴하여강포가땅에충만한지라 12하나님이보신즉

땅이패괴하였으니이는땅에서모든혈육있는자의

행위가패괴함이었더라 13하나님이노아에게이르시

되모든혈육있는자의강포가땅에가득하므로그끝

날이내앞에이르렀으니내가그들을땅과함께멸하

리라 14너는잣나무로너를위하여방주를짓되그안

에간들을막고역청으로그안팎에칠하라 15그방주

의제도는이러하니장이삼백규빗,광이오십규빗,

고가삼십규빗이며 16거기창을내되위에서부터한

규빗에내고그문은옆으로내고상중하삼층으로할

지니라 17내가홍수를땅에일으켜무릇생명의기식

있는육체를천하에서멸절하리니땅에있는자가다

죽으리라 18그러나너와는내가내언약을세우리니

너는네아들들과네아내와네자부들과함께그방주

로들어가고 19혈육있는모든생물을너는각기암, 수

한쌍씩방주로이끌어들여너와함께생명을보존케

하되 20새가그종류대로,육축이그종류대로,땅에기

는모든것이그종류대로, 각기둘씩네게로나아오리

니그생명을보존케하라 21너는먹을모든식물을네

게로가져다가저축하라이것이너와그들의식물이

되리라 22노아가그와같이하되하나님이자기에게

명하신대로다준행하였더라!

7여호와께서노아에게이르시되너와네온집은방

주로들어가라네가이세대에내앞에서의로움을내

가보았음이니라! 2너는모든정결한짐승은암수일



창세기 21

곱씩부정한것은암수둘씩을네게로취하며 3공중의

새도암수일곱씩을취하여그씨를온지면에유전케

하라 4지금부터칠일이면내가사십주야를땅에비를

내려나의지은모든생물을지면에서쓸어버리리라 5

노아가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다준행하였

더라! 6홍수가땅에있을때에노아가육백세라 7노아

가아들들과아내와자부들과함께홍수를피하여방

주에들어갔고 8정결한짐승과부정한짐승과새와땅

에기는모든것이 9하나님이노아에게명하신대로

암수둘씩노아에게나아와방주로들어갔더니 10칠일

후에홍수가땅에덮이니 11노아육백세되던해이월

곧그달십칠일이라그날에큰깊음의샘들이터지며

하늘의창들이열려 12사십주야를비가땅에쏟아졌

더라 13곧그날에노아와그의아들셈, 함, 야벳과노

아의처와세자부가다방주로들어갔고 14그들과모

든들짐승이그종류대로, 모든육축이그종류대로, 땅

에기는모든것이그종류대로,모든새곧각양의새

가그종류대로 15무릇기식이있는육체가둘씩노아

에게나아와방주로들어갔으니 16들어간것들은모든

것의암,수라하나님이그에게명하신대로들어가매

여호와께서그를닫아넣으시니라 17홍수가땅에사십

일을있었는지라물이많아져방주가땅에서올랐고

18물이더많아져땅에창일하매방주가물위에떠다

녔으며 19물이땅에더욱창일하매천하에높은산이

다덮였더니 20물이불어서십오규빗이오르매산들

이덮인지라 21땅위에움직이는생물이다죽었으니

곧새와육축과들짐승과땅에기는모든것과모든사

람이라 22육지에있어코로생물의기식을호흡하는

것은다죽었더라 23지면의모든생물을쓸어버리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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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사람과짐승과기는것과공중의새까지라이들은

땅에서쓸어버림을당하였으되홀로노아와그와함께

방주에있던자만남았더라 24물이일백오십일을땅

에창일하였더라

8하나님이노아와그와함께방주에있는모든들짐

승과육축을권념하사바람으로땅위에불게하시매

물이감하였고 2깊음의샘과하늘의창이막히고하늘

에서비가그치매 3물이땅에서물러가고점점물러가

서일백오십일후에감하고 4칠월곧그달십칠일에

방주가아라랏산에머물렀으며 5물이점점감하여시

월곧그달일일에산들의봉우리가보였더라 6사십일

을지나서노아가그방주에지은창을열고 7까마귀

를내어놓으매까마귀가물이땅에서마르기까지날

아왕래하였더라 8그가또비둘기를내어놓아지면에

물이감한여부를알고자하매 9온지면에물이있으

므로비둘기가접족할곳을찾지못하고방주로돌아

와그에게로오는지라그가손을내밀어방주속자기

에게로받아들이고 10또칠일을기다려다시비둘기

를방주에서내어놓으매 11저녁때에비둘기가그에게

로돌아왔는데그입에감람새잎사귀가있는지라이

에노아가땅에물이감한줄알았으며 12또칠일을기

다려비둘기를내어놓으매다시는그에게로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3육백일년정월곧그달일일에지면

에물이걷힌지라노아가방주뚜껑을제치고본즉지

면에물이걷혔더니 14이월이십칠일에땅이말랐더

라 15하나님이노아에게말씀하여가라사대 16너는

네아내와네아들들과네자부들로더불어방주에서

나오고 17너와함께한모든혈육있는생물곧새와육

축과땅에기는모든것을다이끌어내라이것들이땅



창세기 23

에서생육하고땅에서번성하리라하시매 18노아가그

아들들과그아내와그자부들과함께나왔고 19땅위

의동물곧모든짐승과모든기는것과모든새도그

종류대로방주에서나왔더라 20노아가여호와를위하

여단을쌓고모든정결한짐승중에서와모든정결한

새중에서취하여번제로단에드렸더니 21여호와께서

그향기를흠향하시고그중심에이르시되내가다시

는사람으로인하여땅을저주하지아니하리니이는

사람의마음의계획하는바가어려서부터악함이라내

가전에행한것같이모든생물을멸하지아니하리니

22땅이있을동안에는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쉬지아니하리라

9하나님이노아와그아들들에게복을주시며그들에

게이르시되생육하고번성하여땅에충만하라! 2땅의

모든짐승과공중의모든새와땅에기는모든것과바

다의모든고기가너희를두려워하며너희를무서워하

리니이들은너희손에붙이웠음이라 3무릇산동물은

너희의식물이될지라채소같이내가이것을다너희

에게주노라 4그러나고기를그생명되는피채먹지

말것이니라 5내가반드시너희피곧너희생명의피

를찾으리니짐승이면그짐승에게서,사람이나사람

의형제면그에게서그의생명을찾으리라 6무릇사람

의피를흘리면사람이그피를흘릴것이니이는하나

님이자기형상대로사람을지었음이니라 7너희는생

육하고번성하며땅에편만하여그중에서번성하라

하셨더라 8하나님이노아와그와함께한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9내가내언약을너희와너희후손과

10너희와함께한모든생물곧너희와함께한새와육

축과땅의모든생물에게세우리니방주에서나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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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것곧땅의모든짐승에게니라 11내가너희와언약

을세우리니다시는모든생물을홍수로멸하지아니

할것이라땅을침몰할홍수가다시있지아니하리라

12하나님이가라사대내가나와너희와및너희와함

께하는모든생물사이에영세까지세우는언약의증

거는이것이라 13내가내무지개를구름속에두었나

니이것이나의세상과의언약의증거니라 14내가구

름으로땅을덮을때에무지개가구름속에나타나면

15내가나와너희와및혈기있는모든생물사이의내

언약을기억하리니다시는물이모든혈기있는자를

멸하는홍수가되지아니할지라 16무지개가구름사이

에있으리니내가보고나하나님과땅의무릇혈기있

는모든생물사이에된영원한언약을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노아에게또이르시되내가나와땅에있는

모든생물사이에세운언약의증거가이것이라하셨

더라 18방주에서나온노아의아들들은셈과, 함과, 야

벳이며함은가나안의아비라 19노아의이세아들로

좇아백성이온땅에퍼지니라 20노아가농업을시작

하여포도나무를심었더니 21포도주를마시고취하여

그장막안에서벌거벗은지라 22가나안의아비함이

그아비의하체를보고밖으로나가서두형제에게고

하매 23셈과야벳이옷을취하여자기들의어깨에메

고뒷걸음쳐들어가서아비의하체에덮었으며그들이

얼굴을돌이키고그아비의하체를보지아니하였더라

24노아가술이깨어그작은아들이자기에게행한일

을알고 25이에가로되 `가나안은저주를받아그형제

의종들의종이되기를원하노라' 26또가로되 `셈의

하나님여호와를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셈의종이

되고 27하나님이야벳을창대케하사셈의장막에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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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시고가나안은그의종이되게하시기를원하노

라'하였더라 28홍수후에노아가삼백오십년을지내

었고 29향년이구백오십세에죽었더라

10노아의아들셈과, 함과, 야벳의후예는이러하니

라홍수후에그들이아들들을낳았으니 2야벳의아들

은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

라스요 3고멜의아들은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요 4야완의아들은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

님이라 5이들로부터여러나라백성으로나뉘어서각

기방언과종족과나라대로바닷가의땅에머물렀더라

6함의아들은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

구스의아들은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

드가요,라아마의아들은스바와,드단이며 8구스가

또니므롯을낳았으니그는세상에처음영걸이라 9그

가여호와앞에서특이한사냥군이되었으므로속담에

이르기를아무는여호와앞에니므롯같은특이한사

냥군이로다하더라 10그의나라는시날땅의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시작되었으며 11그가그땅

에서앗수르로나아가니느웨와,르호보딜과,갈라와

12및니느웨와갈라사이의레센(이는큰성이라)을건

축하였으며 13미스라임은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

과,납두힘과 14바드루심과,가슬루힘과,갑도림을낳

았더라 (블레셋이가슬루힘에게서나왔더라) 15가나

안은장자시돈과,헷을낳고 16또여부스족속과,아모

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17히위족속과, 알가족속

과, 신족속과 18아르왓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맛족

속의조상을낳았더니이후로가나안자손의족속이

흩어져처하였더라 19가나안의지경은시돈에서부터

그랄을지나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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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보임을지나라사까지였더라 20이들은함의자손이

라각기족속과방언과지방과나라대로이었더라 21셈

은에벨온자손의조상이요야벳의형이라그에게도

자녀가출생하였으니 22셈의아들은엘람과,앗수르와

,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아람의아들은우스와

,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아르박삿은셀라를낳고,셀

라는에벨을낳았으며 25에벨은두아들을낳고, 하나

의이름을벨렉이라하였으니그때에세상이나뉘었

음이요벨렉의아우의이름은욕단이며 26욕단은알모

닷과, 셀렙과, 하살마웹과, 예라와 27하도람과, 우살과

, 디글라와 28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오빌과,

하윌라와,요밥을낳았으니이들은다욕단의아들이

며 30그들의거하는곳은메사에서부터스발로가는

길의동편산이었더라 31이들은셈의자손이라그족

속과방언과지방과나라대로였더라 32이들은노아자

손의족속들이요그세계와나라대로라홍수후에이

들에게서땅의열국백성이나뉘었더라

11온땅의구음이하나이요언어가하나이었더라 2

이에그들이동방으로옮기다가시날평지를만나거

기거하고 3서로말하되 `자, 벽돌을만들어견고히굽

자' 하고이에벽돌로돌을대신하며역청으로진흙을

대신하고 4또말하되 `자, 성과대를쌓아대꼭대기를

하늘에닿게하여우리이름을내고온지면에흩어짐

을면하자' 하였더니 5여호와께서인생들의쌓는성과

대를보시려고강림하셨더라 6여호와께서가라사대

이무리가한족속이요, 언어도하나이므로이같이시

작하였으니이후로는그경영하는일을금지할수없

으리로다 7자, 우리가내려가서거기서그들의언어를

혼잡케하여그들로서로알아듣지못하게하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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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여호와께서거기서그들을온지면에흩으신고로

그들이성쌓기를그쳤더라 9그러므로그이름을바벨

이라하니이는여호와께서거기서온땅의언어를혼

잡케하셨음이라여호와께서거기서그들을온지면에

흩으셨더라 10셈의후예는이러하니라셈은일백세곧

홍수후이년에아르박삿을낳았고 11아르박삿을낳은

후에오백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12아르박삿은

삼십오세에셀라를낳았고 13셀라를낳은후에사백

삼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14셀라는삼십세에에

벨을낳았고 15에벨을낳은후에사백삼년을지내며

자녀를낳았으며 16에벨은삼십사세에벨렉을낳았고

17벨렉을낳은후에사백삼십년을지내며자녀를낳

았으며 18벨렉은삼십세에르우를낳았고 19르우를

낳은후에이백구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20르

우는삼십이세에스룩을낳았고 21스룩을낳은후에

이백칠년을지내며자녀를낳았으며 22스룩은삼십세

에나홀을낳았고 23나홀을낳은후에이백년을지내

며자녀를낳았으며 24나홀은이십구세에데라를낳

았고 25데라를낳은후에일백십구년을지내며자녀

를낳았으며 26데라는칠십세에아브람과,나홀과, 하

란을낳았더라 27데라의후예는이러하니라데라는아

브람과, 나홀과, 하란을낳았고하란은롯을낳았으며

28하란은그아비데라보다먼저본토갈대아우르에

서죽었더라 29아브람과나홀이장가들었으니아브람

의아내이름은사래며나홀의아내이름은밀가니하

란의딸이요하란은밀가의아비며또이스가의아비

더라 30사래는잉태하지못하므로자식이없었더라 31

데라가그아들아브람과하란의아들그손자롯과그

자부아브람의아내사래를데리고갈대아우르에서



창세기 28

떠나가나안땅으로가고자하더니하란에이르러거

기거하였으며 32데라는이백오세를향수하고하란에

서죽었더라

12여호와께서아브람에게이르시되너는너의본토

친척아비집을떠나내가네게지시할땅으로가라 2

내가너로큰민족을이루고네게복을주어네이름을

창대케하리니너는복의근원이될지라! 3너를축복

하는자에게는내가복을내리고너를저주하는자에

게는내가저주하리니땅의모든족속이너를인하여

복을얻을것이니라하신지라 4이에아브람이여호와

의말씀을좇아갔고롯도그와함께갔으며아브람이

하란을떠날때에그나이칠십오세였더라 5아브람이

그아내사래와조카롯과하란에서모은모든소유와

얻은사람들을이끌고가나안땅으로가려고떠나서

마침내가나안땅에들어갔더라 6아브람이그땅을

통과하여세겜땅모레상수리나무에이르니그때에

가나안사람이그땅에거하였더라 7여호와께서아브

람에게나타나가라사대내가이땅을네자손에게주

리라하신지라그가자기에게나타나신여호와를위하

여그곳에단을쌓고 8거기서벧엘동편산으로옮겨

장막을치니서는벧엘이요, 동은아이라그가그곳에

서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고여호와의이름을부르

더니 9점점남방으로옮겨갔더라 10그땅에기근이

있으므로아브람이애굽에우거하려하여그리로내려

갔으니이는그땅에기근이심하였음이라 11그가애

굽에가까이이를때에그아내사래더러말하되 `나알

기에그대는아리따운여인이라 12애굽사람이그대를

볼때에이르기를이는그의아내라하고나는죽이고

그대는살리리니 13원컨대그대는나의누이라하라



창세기 29

그리하면내가그대로인하여안전하고내목숨이그

대로인하여보존하겠노라'하니라 14아브람이애굽에

이르렀을때에애굽사람들이그여인의심히아리따

움을보았고 15바로의대신들도그를보고바로앞에

칭찬하므로그여인을바로의궁으로취하여들인지라

16이에바로가그를인하여아브람을후대하므로아브

람이양과,소와,노비와,암수나귀와,약대를얻었더

라 17여호와께서아브람의아내사래의연고로바로와

그집에큰재앙을내리신지라 18바로가아브람을불

러서이르되 `네가어찌하여나를이렇게대접하였느

냐?네가어찌하여그를네아내라고내게고하지아니

하였느냐? 19네가어찌그를누이라하여나로그를취

하여아내를삼게하였느냐?네아내가여기있으니이

제데려가라' 하고 20바로가사람들에게그의일을명

하매그들이그아내와그모든소유를보내었더라

13아브람이애굽에서나올새그와그아내와모든소

유며롯도함께하여남방으로올라가니 2아브람에게

육축과은, 금이풍부하였더라 3그가남방에서부터발

행하여벧엘에이르며벧엘과아이사이전에장막쳤

던곳에이르니 4그가처음으로단을쌓은곳이라그

가거기서여호와의이름을불렀더라 5아브람의일행

롯도양과소와장막이있으므로 6그땅이그들의동

거함을용납지못하였으니곧그들의소유가많아서

동거할수없었음이라 7그러므로아브람의가축의목

자와롯의가축의목자가서로다투고또가나안사람

과브리스사람도그땅에거하였는지라 8아브람이롯

에게이르되 `우리는한골육이라나나, 너나, 내목자

나, 네목자나서로다투게말자 9네앞에온땅이있지

아니하냐?나를떠나라네가좌하면나는우하고, 네가



창세기 30

우하면나는좌하리라' 10이에롯이눈을들어요단들

을바라본즉소알까지온땅에물이넉넉하니여호와

께서소돔과고모라를멸하시기전이었는고로여호와

의동산같고애굽땅과같았더라 11그러므로롯이요

단온들을택하고동으로옮기니그들이서로떠난지

라 12아브람은가나안땅에거하였고롯은평지성읍

들에머무르며그장막을옮겨소돔까지이르렀더라

13소돔사람은악하여여호와앞에큰죄인이었더라 14

롯이아브람을떠난후에여호와께서아브람에게이르

시되너는눈을들어너있는곳에서동서남북을바라

보라! 15보이는땅을내가너와네자손에게주리니영

원히이르리라 16내가네자손으로땅의티끌같게하

리니사람이땅의티끌을능히셀수있을진대네자손

도세리라 17너는일어나그땅을종과횡으로행하여

보라! 내가그것을네게주리라 18이에아브람이장막

을옮겨헤브론에있는마므레상수리수풀에이르러

거하며거기서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았더라

14당시에시날왕아므라벨과, 엘라살왕아리옥과,

엘람왕그돌라오멜과, 고임왕디달이 2소돔왕베라

와,고모라왕비르사와,아드마왕시납과,수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곧소알왕과싸우니라 3이들이다싯

딤골짜기곧지금염해에모였더라 4이들이십이년

동안그돌라오멜을섬기다가제십삼년에배반한지라

5제십사년에그돌라오멜과그와동맹한왕들이나와

서아스드롯가르나임에서르바족속을,함에서수스

족속을, 사웨기랴다임에서엠족속을치고 6호리족속

을그산세일에서쳐서광야근방엘바란까지이르렀

으며 7그들이돌이켜엔미스밧곧가데스에이르러아

말렉족속의온땅과하사손다말에사는아모리족속



창세기 31

을친지라 8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

임왕과, 벨라곧소알왕이나와서싯딤골짜기에서그

들과접전하였으니 9곧그다섯왕이엘람왕그돌라

오멜과,고임왕디달과,시날왕아므라벨과,엘라살

왕아리옥네왕과교전하였더라 10싯딤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많은지라소돔왕과고모라왕이달아

날때에군사가거기빠지고그나머지는산으로도망

하매 11네왕이소돔과고모라의모든재물과양식을

빼앗아가고 12소돔에거하는아브람의조카롯도사

로잡고그재물까지노략하여갔더라 13도망한자가

와서히브리사람아브람에게고하니때에아브람이

아모리족속마므레의상수리수풀근처에거하였더라

마므레는에스골의형제요또아넬의형제라이들은

아브람과동맹한자더라 14아브람이그조카의사로

잡혔음을듣고집에서길리고연습한자삼백십팔인

을거느리고단까지쫓아가서 15그가신을나누어밤

을타서그들을쳐서파하고다메섹좌편호바까지쫓

아가서 16모든빼앗겼던재물과자기조카롯과그재

물과또부녀와인민을다찾아왔더라 17아브람이그

돌라오멜과그와함께한왕들을파하고돌아올때에

소돔왕이사웨골짜기곧왕곡에나와그를영접하였

고 18살렘왕멜기세덱이떡과포도주를가지고나왔

으니그는지극히높으신하나님의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아브람에게축복하여가로되 `천지의주재시요,

지극히높으신하나님이여아브람에게복을주옵소서!

20너희대적을네손에붙이신지극히높으신하나님

을찬송할지로다!' 하매아브람이그얻은것에서십분

일을멜기세덱에게주었더라 21소돔왕이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내게보내고물품은네가취하라' 22아



창세기 32

브람이소돔왕에게이르되 `천지의주재시요지극히

높으신하나님여호와께내가손을들어맹세하노니

23네말이내가아브람으로치부케하였다할까하여

네게속한것은무론한실이나신들메라도내가취하

지아니하리라 24오직소년들의먹은것과나와동행

한아넬과에스골과마므레의분깃을제할지니그들이

그분깃을취할것이니라'

15이후에여호와의말씀이이상중에아브람에게임

하여가라사대아브람아두려워말라!나는너의방패

요,너의지극히큰상급이니라 2아브람이가로되 `주

여호와여무엇을내게주시려나이까?나는무자하오니

나의상속자는이다메섹엘리에셀이니이다' 3아브람

이또가로되 `주께서내게씨를아니주셨으니내집에

서길리운자가나의후사가될것이니이다' 4여호와

의말씀이그에게임하여가라사대그사람은너의후

사가아니라네몸에서날자가네후사가되리라하시

고 5그를이끌고밖으로나가가라사대하늘을우러러

뭇별을셀수있나보라! 또그에게이르시되네자손

이이와같으리라 6아브람이여호와를믿으니여호와

께서이를그의의로여기시고 7또그에게이르시되

나는이땅을네게주어업을삼게하려고너를갈대아

우르에서이끌어낸여호와로라! 8그가가로되 `주, 여

호와여! 내가이땅으로업을삼을줄을무엇로알리이

까?' 9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나를위하여삼년

된암소와,삼년된암염소와,삼년된수양과,산비둘

기와, 집비둘기새끼를취할지니라 10아브람이그모

든것을취하여그중간을쪼개고그쪼갠것을마주대

하여놓고그새는쪼개지아니하였으며 11솔개가그

사체위에내릴때에는아브람이쫓았더라 12해질때에



창세기 33

아브람이깊이잠든중에캄캄함이임하므로심히두

려워하더니 13여호와께서아브람에게이르시되너는

정녕히알라네자손이이방에서객이되어그들을섬

기겠고그들은사백년동안네자손을괴롭게하리니

14그섬기는나라를내가징치할지며그후에네자손

이큰재물을이끌고나오리라 15너는장수하다가평

안히조상에게로돌아가장사될것이요 16네자손은

사대만에이땅으로돌아오리니이는아모리족속의

죄악이아직관영치아니함이니라하시더니 17해가져

서어둘때에연기나는풀무가보이며타는횃불이쪼

갠고기사이로지나더라 18그날에여호와께서아브

람으로더불어언약을세워가라사대내가이땅을애

굽강에서부터그큰강유브라데까지네자손에게주

노니 19곧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갓몬족속과, 20

헷족속과,브리스족속과,르바족속과, 21아모리족속

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땅

이니라하셨더라

16아브람의아내사래는생산치못하였고그에게한

여종이있으니애굽사람이요이름은하갈이라 2사래

가아브람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나의생산을허락

지아니하셨으니원컨대나의여종과동침하라내가

혹그로말미암아자녀를얻을까하노라' 하매아브람

이사래의말을들으니라 3아브람의아내사래가그

여종애굽사람하갈을가져그남편아브람에게첩으

로준때는아브람이가나안땅에거한지십년후이었

더라 4아브람이하갈과동침하였더니하갈이잉태하

매그가자기의잉태함을깨닫고그여주인을멸시한

지라 5사래가아브람에게이르되 `나의받는욕은당

신이받아야옳도다내가나의여종을당신의품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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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늘그가자기의잉태함을깨닫고나를멸시하니

당신과나사이에여호와께서판단하시기를원하노라'

6아브람이사래에게이르되 `그대의여종은그대의수

중에있으니그대의눈에좋은대로그에게행하라' 하

매사래가하갈을학대하였더니하갈이사래의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여호와의사자가광야의샘곁곧술

길샘물곁에서그를만나 8가로되 `사래의여종하갈

아네가어디서왔으며어디로가느냐?' 그가가로되

`나는나의여주인사래를피하여도망하나이다' 9여

호와의사자가그에게이르되네여주인에게로돌아가

서그수하에복종하라 10여호와의사자가또그에게

이르되 `내가네자손으로크게번성하여그수가많아

셀수없게하리라 11여호와의사자가또그에게이르

되네가잉태하였은즉아들을낳으리니그이름을이

스마엘이라하라이는여호와께서네고통을들으셨음

이니라 12그가사람중에들나귀같이되리니그손이

모든사람을치겠고모든사람의손이그를칠지며그

가모든형제의동방에서살리라'하니라 13하갈이자

기에게이르신여호와의이름을감찰하시는하나님이

라하였으니이는 `내가어떻게여기서나를감찰하시

는하나님을뵈었는고'함이라 14이러므로그샘을브

엘라해로이라불렀으며그것이가데스와베렛사이에

있더라 15하갈이아브람의아들을낳으매아브람이하

갈의낳은그아들을이름하여이스마엘이라하였더라

16하갈이아브람에게이스마엘을낳을때에아브람이

팔십육세이었더라

17아브람의구십구세때에여호와께서아브람에게

나타나서그에게이르시되나는전능한하나님이라!

너는내앞에서행하여완전하라! 2내가내언약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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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너사이에세워너로심히번성케하리라하시니 3

아브람이엎드린대하나님이또그에게일러가라사대

4내가너와내언약을세우니너는열국의아비가될지

라 5이제후로는네이름을아브람이라하지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하리니이는내가너로열국의아비가

되게함이니라 6내가너로심히번성케하리니나라들

이네게로좇아일어나며열왕이네게로좇아나리라 7

내가내언약을나와너와네대대후손의사이에세워

서영원한언약을삼고너와네후손의하나님이되리

라 8내가너와네후손에게너의우거하는이땅곧가

나안일경으로주어영원한기업이되게하고나는그

들의하나님이되리라 9하나님이또아브라함에게이

르시되그런즉너는내언약을지키고네후손도대대

로지키라! 10너희중남자는다할례를받으라! 이것이

나와너희와너희후손사이에지킬내언약이니라 11

너희는양피를베어라이것이나와너희사이의언약

의표징이니라 12대대로남자는집에서난자나혹너

희자손이아니요이방사람에게서돈으로산자를무

론하고난지팔일만에할례를받을것이라 13너희집

에서난자든지너희돈으로산자든지할례를받아야

하리니이에내언약이너희살에있어영원한언약이

되려니와 14할례를받지아니한남자곧그양피를베

지아니한자는백성중에서끊어지리니그가내언약

을배반하였음이니라 15하나님이또아브라함에게이

르시되네아내사래는이름을사래라하지말고그이

름을사라라하라 16내가그에게복을주어그로네게

아들을낳아주게하며내가그에게복을주어그로열

국의어미가되게하리니민족의열왕이그에게서나

리라 17아브라함이엎드리어웃으며심중에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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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된사람이어찌자식을낳을까? 사라는구십세니

어찌생산하리요' 하고 18아브라함이이에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하나님앞에살기를원하나이다

' 19하나님이가라사대아니라네아내사라가정녕네

게아들을낳으리니너는그이름을이삭이라하라내

가그와내언약을세우리리그의후손에게영원한언

약이되리라 20이스마엘에게이르러는내가네말을

들었나니내가그에게복을주어생육이중다하여그

로크게번성케할지라그가열두방백을낳으리니내

가그로큰나라가되게하려니와 21내언약은내가명

년, 이기한에사라가네게낳을이삭과세우리라 22하

나님이아브라함과말씀을마치시고그를떠나올라가

셨더라 23이에아브라함이하나님이자기에게말씀하

신대로이날에그아들이스마엘과집에서생장한모

든자와돈으로산모든자곧아브라함의집사람중

모든남자를데려다가그양피를베었으니 24아브라함

이그양피를벤때는구십구세이었고 25그아들이스

마엘이그양피를벤때는십삼세이었더라 26당일에

아브라함과그아들이스마엘이할례를받았고 27그

집의모든남자곧집에서생장한자와돈으로이방사

람에게서사온자가다그와함께할례를받았더라

18여호와께서마므레상수리수풀근처에서아브라

함에게나타나시니라오정즈음에그가장막문에앉

았다가 2눈을들어본즉사람셋이맞은편에섰는지라

그가그들을보자곧장막문에서달려나가영접하며

몸을땅에굽혀 3가로되 `내주여! 내가주께은혜를입

었사오면원컨대종을떠나지나가지마옵시고 4물을

조금가져오게하사당신들의발을씻으시고나무아

래서쉬소서 5내가떡을조금가져오리니당신들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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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쾌활케하신후에지나가소서당신들이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그들이가로되 `네말대로그리하라'

6아브라함이급히장막에들어가사라에게이르러이

르되 `속히고운가루세스아를가져다가반죽하여떡

을만들라'하고 7아브라함이또짐승떼에달려가서

기름지고좋은송아지를취하여하인에게주니그가

급히요리한지라 8아브라함이뻐터와우유와하인이

요리한송아지를가져다가그들의앞에진설하고나무

아래모셔서매그들이먹으니라 9그들이아브라함에

게이르되 `네아내사라가어디있느냐?' 대답하되 `장

막에있나이다' 10그가가라사대 `기한이이를때에내

가정녕네게로돌아오리니네아내사라에게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사라가그뒤장막문에서들었더라

11아브라함과사라가나이많아늙었고사라의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사라가속으로웃고이르되 `내가노

쇠하였고내주인도늙었으니내게어찌낙이있으리

요?' 13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사라가왜

웃으며이르기를내가늙었거늘어떻게아들을낳으리

요하느냐? 14여호와께능치못한일이있겠느냐! 기한

이이를때에내가네게로돌아오리니사라에게아들

이있으리라 15사라가두려워서승인치아니하여가로

되 `내가웃지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네가

웃었느니라' 16그사람들이거기서일어나서소돔으로

향하고아브라함은그들을전송하러함께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가라사대나의하려는것을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아브라함은강대한나라가되고천하

만민은그를인하여복을받게될것이아니냐? 19내가

그로그자식과권속에게명하여여호와의도를지켜

의와공도를행하게하려고그를택하였나니이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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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가아브라함에게대하여말한일을이루려함이

니라 20여호와께서또가라사대소돔과고모라에대한

부르짖음이크고그죄악이심히중하니 21내가이제

내려가서그모든행한것이과연내게들린부르짖음

과같은지그렇지않은지내가보고알려하노라 22그

사람들이거기서떠나소돔으로향하여가고아브라함

은여호와앞에그대로섰더니 23가까이나아가가로

되 `주께서의인을악인과함께멸하시려나이까? 24그

성중에의인오십이있을지라도주께서그곳을멸하

시고그오십의인을위하여용서치아니하시리이까?

25주께서이같이하사의인을악인과함께죽이심은

불가하오며의인과악인을균등히하심도불가하니이

다세상을심판하시는이가공의를행하실것이아니

니이까?' 26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만일소돔성중

에서의인오십을찾으면그들을위하여온지경을용

서하리라 27아브라함이말씀하여가로되 `티끌과같

은나라도감히주께고하나이다 28오십의인중에오

인이부족할것이면그오인부족함을인하여온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내가거기서사십오인을찾

으면멸하지아니하리라 29아브라함이또고하여가로

되 `거기서사십인을찾으시면어찌하시려나이까?' 가

라사대사십인을인하여멸하지아니하리라 30아브라

함이가로되 `내주여노하지마옵시고말씀하게하옵

소서거기서삼십인을찾으시면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내가거기서삼십인을찾으면멸하지아니하

리라 31아브라함이또가로되 `내가감히내주께고하

나이다거기서이십인을찾으시면어찌하시려나이까

?' 가라사대내가이십인을인하여멸하지아니하리라

32아브라함이또가로되 `주는노하지마옵소서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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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더말씀하리이다거기서십인을찾으시면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내가십인을인하여도멸하

지아니하리라 33여호와께서아브라함과말씀을마치

시고즉시가시니아브라함도자기곳으로돌아갔더

라

19날이저물때에그두천사가소돔에이르니마침

롯이소돔성문에앉았다가그들을보고일어나영접

하고땅에엎드리어절하여 2가로되 `내주여! 돌이켜

종의집으로들어와발을씻고주무시고일찌기일어

나갈길을가소서'그들이가로되 `아니라우리가거리

에서경야하리라' 3롯이간청하매그제야돌이켜서그

집으로들어오는지라롯이그들을위하여식탁을베

풀고무교병을구우니그들이먹으니라 4그들의눕기

전에그성사람곧소돔백성들이무론노소하고사방

에서다모여그집을에워싸고 5롯을부르고그에게

이르되 `이저녁에네게온사람이어디있느냐?이끌

어내라우리가그들을상관하리라' 6롯이문밖의무

리에게로나가서뒤로문을닫고 7이르되청하노니

`내형제들아이런악을행치말라 8내게남자를가까

이아니한두딸이있노라청컨대내가그들을너희에

게로이끌어내리니너희눈에좋은대로그들에게행하

고이사람들은내집에들어왔은즉이사람들에게는

아무짓도하지말라' 9그들이가로되 `너는물러나라'

또가로되 `이놈이들어와서우거하면서우리의법관

이되려하는도다이제우리가그들보다너를더해하

리라' 하고롯을밀치며가까이나아와서그문을깨치

려하는지라 10그사람들이손을내밀어롯을집으로

끌어들이고문을닫으며 11문밖의무리로무론대소하

고그눈을어둡게하니그들이문을찾느라고곤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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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더라 12그사람들이롯에게이르되 `이외에네게속

한자가또있느냐?네사위나자녀나성중에네게속한

자들을다성밖으로이끌어내라 13그들에대하여부

르짖음이여호와앞에크므로여호와께서우리로이

곳을멸하러보내셨나니우리가멸하리라' 14롯이나

가서그딸과정혼한사위들에게고하여이르되 `여호

와께서이성을멸하실터이니너희는일어나이곳에

서떠나라'하되그사위들이농담으로여겼더라 15동

틀때에천사가롯을재촉하여가로되 `일어나여기있

는네아내와두딸을이끌라이성의죄악중에함께

멸망할까하노라' 16그러나롯이지체하매그사람들

이롯의손과, 그아내의손과, 두딸의손을잡아인도

하여성밖에두니여호와께서그에게인자를더하심이

었더라 17그사람들이그들을밖으로이끌어낸후에

이르되 `도망하여생명을보존하라돌아보거나들에

머무르거나하지말고산으로도망하여멸망함을면하

라' 18롯이그들에게이르되 `내주여그리마옵소서

19종이주께은혜를얻었고주께서큰인자를내게베

푸사내생명을구원하시오나내가도망하여산까지

갈수없나이다두렵건대재앙을만나죽을까하나이

다 20보소서저성은도망하기가깝고작기도하오니

나로그곳에도망하게하소서이는작은성이아니니

이까? 내생명이보존되리이다' 21그가그에게이르되

`내가이일에도네소원을들었은즉너의말하는성을

멸하지아니하리니 22그리로속희도망하라네가거기

이르기까지는내가아무일도행할수없노라하였더

라그러므로그성이름을소알이라불렀더라 23롯이

소알에들어갈때에해가돋았더라 24여호와께서하늘

곧여호와에게로서유황과불을비같이소돔과고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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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내리사 25그성들과온들과성에거하는모든백성

과땅에난것을다엎어멸하셨더라 26롯의아내는뒤

를돌아본고로소금기둥이되었더라 27아브라함이그

아침에일찌기일어나여호와의앞에섰던곳에이르

러 28소돔과고모라와그온들을향하여눈을들어연

기가옹기점연기같이치밀음을보았더라 29하나님이

들의성들을멸하실때곧롯의거하는성을엎으실때

에아브라함을생각하사롯을그엎으시는중에서내

어보내셨더라 30롯이소알에거하기를두려워하여두

딸과함께소알에서나와산에올라거하되그두딸과

함께굴에거하였더니 31큰딸이작은딸에게이르되

`우리아버지는늙으셨고이땅에는세상의도리를좇

아우리의배필될사람이없으니 32우리가우리아버

지에게술을마시우고동침하여우리아버지로말미암

아인종을전하자' 하고 33그밤에그들이아비에게술

을마시우고큰딸이들어가서그아비와동침하니라

그러나그아비는그딸의눕고일어나는것을깨닫지

못하였더라 34이튿날에큰딸이작은딸에게이르되

`어제밤에는내가우리아버지와동침하였으니오늘

밤에도우리가아버지에게술을마시우고네가들어가

동침하고우리가아버지로말미암아인종을전하자'

하고 35이밤에도그들이아비에게술을마시우고작

은딸이일어나아비와동침하니라그러나아비는그

딸의눕고일어나는것을깨닫지못하였더라 36롯의

두딸이아비로말미암아잉태하고 37큰딸은아들을

낳아이름을모압이라하였으니오늘날모압족속의

조상이요 38작은딸도아들을낳아이름을벤암미라

하였으니오늘날암몬족속의조상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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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아브라함이거기서남방으로이사하여가데스와

술사이그랄에우거하며 2그아내사라를자기누이

라하였으므로그랄왕아비멜렉이보내어사라를취

하였더니 3그밤에하나님이아비멜렉에게현몽하시

고그에게이르시되네가취한이여인을인하여네가

죽으리니그가남의아내임이니라 4아비멜렉이그여

인을가까이아니한고로그가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백성도멸하시나이까? 5그가나더러이는내

누이라고하지아니하였나이까?그여인도그는내오

라비라하였사오니나는온전한마음과깨끗한손으로

이렇게하였나이다' 6하나님이꿈에또그에게이르시

되네가온전한마음으로이렇게한줄을나도알았으

므로너를막아내게범죄하지않게하였나니여인에

게가까이못하게함이이까닭이니라 7이제그사람

의아내를돌려보내라그는선지자라그가너를위하

여기도하리니네가살려니와네가돌려보내지않으

면너와네게속한자가다정녕죽을줄알지니라 8아

비멜렉이그아침에일찌기일어나모든신복을불러

그일을다말하여들리매그사람들이심히두려워하

였더라 9아비멜렉이아브라함을불러서그에게이르

되 `네가어찌하여우리에게이리하느냐?내가무슨

죄를네게범하였관대네가나와내나라로큰죄에빠

질뻔하게하였느냐?네가합당치않은일을네게행하

였도다`하고 10아비멜렉이또아브라함에게이르되

`네가무슨의견으로이렇게하였느냐?' 11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하나님을두려워함이없으니내

아내를인하여사람이나를죽일까생각하였음이요 12

또그는실로나의이복누이로서내처가되었음이니

라 13하나님이나로내아비집을떠나두루다니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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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때에내가아내에게말하기를이후로우리의가는

곳마다그대는나를그대의오라비라하라이것이그

대가내게베풀은혜라하였었노라` 14아비멜렉이양

과소와노비를취하여아브라함에게주고그아내사

라도그에게돌려보내고 15아브라함에게이르되 `내

땅이네앞에있으니너보기에좋은대로거하라' 하고

16사라에게이르되 `내가은천개를네오라비에게주

어서그것으로너와함께한여러사람앞에서네수치

를풀게하였노니네일이다선히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하나님께기도하매하나님이아비멜렉과

그아내와여종을치료하사생산케하셨으니 18여호와

께서이왕에아브라함의아내사라의연고로아비멜렉

의집모든태를닫히셨음이더라

21여호와께서그말씀대로사라를권고하셨고여호

와께서그말씀대로사라에게행하셨으므로 2사라가

잉태하고하나님의말씀하신기한에미쳐늙은아브라

함에게아들을낳으니 3아브라함이그낳은아들곧

사라가자기에게낳은아들을이름하여이삭이라하였

고 4그아들이삭이난지팔일만에그가하나님의명

대로할례를행하였더라 5아브라함이그아들이삭을

낳을때에백세라 6사라가가로되 `하나님이나로웃

게하시니듣는자가다나와함께웃으리로다' 7또가

로되 `사라가자식들을젖먹이겠다고누가아브라함

에게말하였으리요마는아브라함노경에내가아들을

낳았도다'하니라 8아이가자라매젖을떼고이삭의

젖을떼는날에아브라함이대연을배설하였더라 9사

라가본즉아브라함의아들애굽여인하갈의소생이

이삭을희롱하는지라 10그가아브라함에게이르되

`이여종과그아들을내어쫓으라이종의아들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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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삭과함께기업을얻지못하리라' 하매 11아브

라함이그아들을위하여그일이깊이근심이되었더

니 12하나님이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네아이나네

여종을위하여근심치말고사라가네게이른말을다

들으라!이삭에게서나는자라야네씨라칭할것임이

니라 13그러나여종의아들도네씨니내가그로한민

족을이루게하리라하신지라 14아브라함이아침에일

찌기일어나떡과물한가죽부대를취하여하갈의어

깨에메워주고그자식을이끌고가게하매하갈이나

가서브엘세바들에서방황하더니 15가죽부대의물이

다한지라그자식을떨기나무아래두며 16가로되 `자

식의죽는것을참아보지못하겠다' 하고살한바탕쯤

가서마주앉아바라보며방성대곡하니 17하나님이그

아이의소리를들으시므로하나님의사자가하늘에서

부터하갈을불러가라사대 `하갈아,무슨일이냐?두

려워말라! 하나님이거기있는아이의소리를들으셨

나니 18일어나아이를일으켜네손으로붙들라그로

큰민족을이루게하리라' 하시니라 19하나님이하갈

의눈을밝히시매샘물을보고가서가죽부대에물을

채워다가그아이에게마시웠더라 20하나님이그아이

와함께계시매그가장성하여광야에거하며활쏘는

자가되었더니 21그가바란광야에거할때에그어미

가그를위하여애굽땅여인을취하여아내를삼게하

였더라 22때에아비멜렉과그군대장관비골이아브

라함에게말하여가로되네가무슨일을하든지하나

님이너와함께계시도다! 23그런즉너는나와내아들

과내손자에게거짓되이행치않기를이제여기서하

나님을가리켜내게맹세하라내가네게후대한대로

너도나와너의머무는이땅에행할것이니라 24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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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함이가로되 `내가맹세하리라' 하고 25아비멜렉의

종들이아브라함의우물을늑탈한일에대하여아브라

함이아비멜렉을책망하매 26아비멜렉이가로되 `누

가그리하였는지내가알지못하노라너도내게고하

지아니하였고나도듣지못하였더니오늘이야들었노

라' 27아브라함이양과소를취하여아비멜렉에게주

고두사람이서로언약을세우니라 28아브라함이일

곱암양새끼를따로놓으니 29아비멜렉이아브라함에

게이르되 `이일곱암양새끼를따로놓음은어찜이뇨

?' 30아브라함이가로되 `너는내손에서이암양새끼

일곱을받아내가이우물판증거를삼으라'하고 31두

사람이거기서서로맹세하였으므로그곳을브엘세바

라이름하였더라 32그들이브엘세바에서언약을세우

매아비멜렉과그군대장관비골은떠나블레셋족속

의땅으로돌아갔고 33아브라함은브엘세바에에셀나

무를심고거기서영생하시는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

불렀으며 34그가블레셋족속의땅에서여러날을지

내었더라

22그일후에하나님이아브라함을시험하시려고그

를부르시되아브라함아하시니그가가로되 `내가여

기있나이다' 2여호와께서가라사대네아들네사랑

하는독자이삭을데리고모리아땅으로가서내가네

게지시하는한산거기서그를번제로드리라 3아브

라함이아침에일찌기일어나나귀에안장을지우고

두사환과그아들이삭을데리고번제에쓸나무를쪼

개어가지고떠나하나님의자기에게지시하시는곳으

로가더니 4제삼일에아브라함이눈을들어그곳을

멀리바라본지라 5이에아브라함이사환에게이르되

`너희는나귀와함께여기서기다리라내가아이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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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저기가서경배하고너희에게로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이에번제나무를취하여그아들이삭에

게지우고자기는불과칼을손에들고두사람이동행

하더니 7이삭이그아비아브라함에게말하여가로되

`내아버지여' 하니그가가로되 `내아들아내가여기

있노라'이삭이가로되 `불과나무는있거니와번제할

어린양은어디있나이까?' 8아브라함이가로되 `아들

아, 번제할어린양은하나님이자기를위하여친히준

비하시리라' 하고두사람이함께나아가서 9하나님이

그에게지시하신곳에이른지라이에아브라함이그곳

에단을쌓고나무를벌여놓고그아들이삭을결박하

여단나무위에놓고 10손을내밀어칼을잡고그아들

을잡으려하더니 11여호와의사자가하늘에서부터그

를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아브라함아'하시는지

라아브라함이가로되 `내가여기있나이다' 하매 12사

자가가라사대 `그아이에게네손을대지말라아무일

도그에게하지말라네가네아들네독자라도내게아

끼지아니하였으니내가이제야네가하나님을경외하

는줄을아노라' 13아브라함이눈을들어살펴본즉한

수양이뒤에있는데뿔이수풀에걸렸는지라아브라함

이가서그수양을가져다가아들을대신하여번제로

드렸더라 14아브라함이그땅이름을 `여호와이레' 라

하였으므로오늘까지사람들이이르기를 `여호와의산

에서준비되리라'하더라 15여호와의사자가하늘에서

부터두번째아브라함을불러 16가라사대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내가나를가리켜맹세하노니네가이같이

행하여네아들네독자를아끼지아니하였은즉 17내

가네게큰복을주고네씨로크게성하여하늘의별과

같고바닷가의모래와같게하리니네씨가그대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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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얻으리라 18또네씨로말미암아천하만민이복

을얻으리니이는네가나의말을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하니라 19이에아브라함이그사환에게로돌아

와서함께떠나브엘세바에이르러거기거하였더라

20이일후에혹이아브라함에게고하여이르기를 `밀

가가그대의동생나홀에게자녀를낳았다'하였더라

21그맏아들은우스요우스의동생은부스와, 아람의

아비그므엘과 22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23이여덟사람은아브라함의동생나홀의

처밀가의소생이며브두엘은리브가를낳았고 24나홀

의첩르우마라하는자도데바와,가함과,다하스와,

마아가를낳았더라

23사라가일백이십칠세를살았으니이것이곧사라

의향년이라 2사라가가나안땅헤브론곧기럇아르바

에서죽으매아브라함이들어가서사라를위하여슬퍼

하며애통하다가 3그시체앞에서일어나나가서헷

족속에게말하여가로되 4 `나는당신들중에나그네요

, 우거한자니청컨대당신들중에서내게매장지를주

어소유를삼아나로내죽은자를내어장사하게하시

오' 5헷족속이아브라함에게대답하여가로되 6 `내

주여,들으소서당신은우리중하나님의방백이시니

우리묘실중에서좋은것을택하여당신의죽은자를

장사하소서우리중에서자기묘실에당신의죽은자

장사함을금할자가없으리이다' 7아브라함이일어나

그땅거민헷족속을향하여몸을굽히고 8그들에게

말하여가로되 `나로나의죽은자를내어장사하게하

는일이당신들의뜻일진대내말을듣고나를위하여

소할의아들에브론에게구하여 9그로그밭머리에있

는막벨라굴을내게주게하되준가를받고그굴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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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주어서당신들중에내소유매장지가되게하기를

원하노라 10때에에브론이헷족속중에앉았더니그

가헷족속곧성문에들어온모든자의듣는데아브라

함에게대답하여가로되 11 `내주여, 그리마시고내

말을들으소서내가그밭을당신께드리되내가내동

족앞에서당신께드리고그속의굴도내가당신께드

리되내가내동족앞에서당신께드리오니당신의죽

은자를장사하소서' 12아브라함이이에그땅백성을

대하여몸을굽히고 13그땅백성의듣는데에브론에

게말하여가로되 `당신이합당히여기면청컨대내말

을들으시오내가그밭값을당신에게주리니당신은

내게서받으시오내가나의죽은자를거기장사하겠

노라' 14에브론이아브라함에게대답하여가로되 15

`내주여, 내게들으소서땅값은은사백세겔이나나와

당신사이에어찌교계하리이까?당신의죽은자를장

사하소서' 16아브라함이에브론의말을좇아에브론이

헷족속의듣는데서말한대로상고의통용하는은사

백세겔을달아에브론에게주었더니 17마므레앞막

벨라에있는에브론의밭을바꾸어그속의굴과그사

방에둘린수목을다 18성문에들어온헷족속앞에서

아브라함의소유로정한지라 19그후에아브라함이그

아내사라를가나안땅마므레앞막벨라밭굴에장사

하였더라 (마므레는곧헤브론이라) 20이와같이그밭

과그속의굴을헷족속이아브라함소유매장지로정

하였더라

24아브라함이나이많아늙었고여호와께서그의범

사에복을주셨더라 2아브라함이자기집모든소유를

맡은늙은종에게이르되 `청컨대네손을내환도뼈밑

에넣으라 3내가너로하늘의하나님,땅의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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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호와를가리켜맹세하게하노니너는나의거하

는이지방가나안족속의딸중에서내아들을위하여

아내를택하지말고 4내고향내족속에게로가서내

아들이삭을위하여아내를택하라' 5종이가로되 `여

자가나를좇아이땅으로오고자아니하거든내가주

인의아들을주인의나오신땅으로인도하여돌아가리

이까?' 6아브라함이그에게이르되 `삼가내아들을그

리로데리고돌아가지말라 7하늘의하나님여호와께

서나를내아버지의집과내본토에서떠나게하시고

내게말씀하시며내게맹세하여이르시기를이땅을

네씨에게주리라하셨으니그가그사자를네앞서보

내실지라네가거기서내아들을위하여아내를택할

지니라 8만일여자가너를좇아오고자아니하면나의

이맹세가너와상관이없나니오직내아들을데리고

그리로가지말지니라' 9종이이에주인아브라함의

환도뼈아래손을넣고이일에대하여그에게맹세하

였더라 10이에종이그주인의약대중열필을취하고

떠났는데곧그주인의모든좋은것을가지고떠나메

소보다미아로가서나홀의성에이르러 11그약대를

성밖우물곁에꿇렸으니저녁때라여인들이물을길

러나올때이었더라 12그가가로되 `우리주인아브라

함의하나님여호와여!원컨대오늘날나로순적히만

나게하사나의주인아브라함에게은혜를베푸시옵소

서! 13성중사람의딸들이물길러나오겠사오니내가

우물곁에섰다가 14한소녀에게이르기를청컨대너

는물항아리를기울여나로마시게하라하리니그의

대답이마시라내가당신의약대에게도마시우리라하

면그는주께서주의종이삭을위하여정하신자라이

로인하여주께서나의주인에게은혜베푸심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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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나이다' 15말을마치지못하여서리브가가물항

아리를어깨에메고나오니그는아브라함의동생나

홀의아내밀가의아들브두엘의소생이라 16그소녀

는보기에심히아리땁고지금까지남자가가까이하

지아니한처녀더라그가우물에내려가서물을그물

항아리에채워가지고올라오는지라 17종이마주달려

가서가로되 `청컨대네물항아리의물을내게조금마

시우라' 18그가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급히그

물항아리를손에내려마시게하고 19마시우기를다

하고가로되 `당신의약대도위하여물을길어그것들

로배불리마시게하리이다'하고 20급히물항아리의

물을구유에붓고다시길으려고우물로달려가서모

든약대를위하여긷는지라 21그사람이그를묵묵히

주목하며여호와께서과연평탄한길을주신여부를

알고자하더니 22약대가마시기를다하매그가반세

겔중금고리한개와, 열세겔중금손목고리한쌍을그

에게주며 23가로되 `네가뉘딸이냐?청컨대내게고

하라네부친의집에우리유숙할곳이있느냐?' 24그

여자가그에게이르되 `나는밀가가나홀에게낳은아

들브두엘의딸이니이다' 25또가로되 `우리에게짚과

보리가족하며유숙할곳도있나이다' 26이에그사람

이머리를숙여여호와께경배하고 27가로되 `나의주

인아브라함의하나님여호와를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주의인자와성실을끊이지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길에서나를인도하사내주인의동생집에

이르게하셨나이다' 하니라 28소녀가달려가서이일

을어미집에고하였더니 29리브가에게오라비가있어

이름은라반이라그가우물로달려가그사람에게이

르니 30그가그누이의고리와그손의손목고리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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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또그누이리브가가그사람이자기에게이같이말

하더라함을듣고그사람에게로나아감이라때에그

가우물가약대곁에섰더라 31라반이가로되 `여호와

께복을받은자여! 들어오소서어찌밖에섰나이까?내

가방과약대의처소를예비하였나이다' 32그사람이

집으로들어가매라반이약대의짐을부리고짚과보

리를약대에게주고그사람의발과그종자의발씻을

물을주고 33그앞에식물을베푸니그사람이가로되

`내가내일을진술하기전에는먹지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가로되 `말하소서' 34그가가로되 `나는아브

라함의종이니이다 35여호와께서나의주인에게크게

복을주어창성케하시되우양과,은,금과,노비와,약

대와, 나귀를그에게주셨고 36나의주인의부인사라

가노년에나의주인에게아들을낳으매주인이그모

든소유를그아들에게주었나이다 37나의주인이나

로맹세하게하여가로되너는내아들을위하여나사

는땅가나안족속의딸중에서아내를택하지말고 38

내아비집내족속에게로가서내아들을위하여아내

를택하라하시기로 39내가내주인에게말씀하되혹

여자가나를좇지아니하면어찌하리이까? 한즉 40주

인이내게이르되나의섬기는여호와께서그사자를

너와함께보내어네게평탄한길을주시리니너는내

족속중내아비집에서내아들을위하여아내를택할

것이니라 41네가내족속에게이를때에는네가내맹

세와상관이없으리라설혹그들이네게주지아니할

지라도네가내맹세와상관이없으리라하시기로 42

내가오늘우물에이르러말씀하기를나의주인아브

라함의하나님여호와여, 만일나의행하는길에형통

함을주실진대 43내가이우물곁에섰다가청년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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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을길러오거든내가그에게청하기를너는물항

아리의물을내게조금마시우라하여 44그의대답이

당신은마시라내가또당신의약대를위하여도길으

리라하면그여자는여호와께서나의주인의아들을

위하여정하여주신자가되리이다하며 45내가묵도

하기를마치지못하여리브가가물항아리를어깨에

메고나와서우물로내려와긷기로내가그에게이르

기를청컨대내게마시우라한즉 46그가급히물항아

리를어깨에서내리며가로되마시라내가당신의약

대에게도마시우리라하기로내가마시매그가또약

대에게도마시운지라 47내가그에게묻기를네가뉘

딸이뇨?한즉가로되밀가가나홀에게낳은브두엘의

딸이라하기로내가고리를그코에꿰고손목고리를

그손에끼우고 48나의주인아브라함의하나님여호

와께서나를바른길로인도하사나의주인의동생의

딸을그아들을위하여택하게하셨으므로내가머리

를숙여그에게경배하고찬송하였나이다! 49이제당

신들이인자와진실로나의주인을대접하려거든내게

고하시고그렇지않을지라도내게고하여나로좌우간

행하게하소서' 50라반과브두엘이대답하여가로되

`이일이여호와께로말미암았으니우리는가부를말

할수없노라 51리브가가그대앞에있으니데리고가

서여호와의명대로그로그대의주인의아들의아내

가되게하라' 52아브라함의종이그들의말을듣고땅

에엎드리어여호와께절하고 53은, 금패물과의복을

꺼내어리브가에게주고그오라비와어미에게도보물

을주니라 54이에그들곧종과종자들이먹고마시고

유숙하고아침에일어나서그가가로되 `나를보내어

내주인에게로돌아가게하소서' 55리브가의오라비와



창세기 53

그어미가가로되 `소녀로며칠을적어도열흘을우리

와함께있게하라그후에그가갈것이니라' 56그사

람이그들에게이르되 `나를만류치마소서여호와께

서내게형통한길을주셨으니나를보내어내주인에

게로돌아가게하소서' 57그들이가로되 `우리가소녀

를불러그에게물으리라` 하고 58리브가를불러그에

게이르되 `네가이사람과함께가려느냐?` 그가대답

하되 `가겠나이다' 59그들이그누이리브가와그의유

모와아브라함의종과종자들을보내며 60리브가에게

축복하여가로되 `우리누이여, 너는천만인의어미가

될지어다! 네씨로그원수의성문을얻게할지어다' 61

리브가가일어나비자와함께약대를타고그사람을

따라가니종이리브가를데리고가니라 62때에이삭이

브엘라해로이에서왔으니그가남방에거하였었음이

라 63이삭이저물때에들에나가묵상하다가눈을들

어보매약대들이오더라 64리브가가눈을들어이삭

을바라보고약대에서내려 65종에게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우리에게로마주오는자가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내주인이니이다'리브가가면박을취하

여스스로가리우더라 66종이그행한일을다이삭에

게고하매 67이삭이리브가를인도하여모친사라의

장막으로들이고그를취하여아내를삼고사랑하였으

니이삭이모친상사후에위로를얻었더라

25아브라함이후처를취하였으니그이름은그두라

라 2그가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

과, 수아을낳았고 3욕산과, 스바와, 드단을낳았으며

드단의자손은앗수르족속과, 르두시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미디안의아들은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다그두라의자손이었더라 5아브



창세기 54

라함이이삭에게자기모든소유를주었고 6자기서자

들에게도재물을주어자기생전에그들로자기아들

이삭을떠나동방곧동국으로가게하였더라 7아브라

함의향년이일백칠십오세라 8그가수가높고나이

많아기운이진하여죽어자기열조에게로돌아가매 9

그아들이삭과이스마엘이그를마므레앞헷족속소

할의아들에브론의밭에있는막벨라굴에장사하였

으니 10이것은아브라함이헷족속에게서산밭이라

아브라함과그아내사라가거기장사되니라 11아브라

함이죽은후에하나님이그아들이삭에게복을주셨

고이삭을브엘라해로이근처에거하였더라 12사라의

여종애굽인하갈이아브라함에게낳은아들이스마엘

의후예는이러하고 13이스마엘의아들들의이름은그

이름과그세대대로이와같으니라이스마엘의장자

는느바욧이요,그다음은게달과,앗브엘과,밉삼과,

14미스마와,두마와,맛사와, 15하닷과,데마와, 여둘과

, 나비스와, 게드마니 16이들은이스마엘의아들들이

요그촌과부락대로된이름이며그족속대로는십이

방백이었더라 17이스마엘은향년이일백삼십칠세에

기운이진하여죽어자기열조에게로돌아갔고 18그

자손들은하윌라에서부터앗수르로통하는애굽앞술

까지이르러그모든형제의맞은편에거하였더라 19

아브라함의아들이삭의후예는이러하니라아브라함

이이삭을낳았고 20이삭은사십세에리브가를취하여

아내를삼았으니리브가는밧단아람의아람족속중

브두엘의딸이요아람족속중라반의누이였더라 21

이삭이그아내가잉태하지못하므로그를위하여여

호와께간구하매여호와께서그간구를들으셨으므로

그아내리브가가잉태하였더니 22아이들이그의태



창세기 55

속에서서로싸우는지라그가가로되 `이같으면내가

어찌할꼬?' 하고가서여호와께묻자온대 23여호와께

서그에게이르시되두국민이네태중에있구나두민

족이네복중에서부터나누이리라이족속이, 저족속

보다강하겠고큰자는어린자를섬기리라하셨더라

24그해산기한이찬즉태에쌍동이가있었는데 25먼

저나온자는붉고전신이갖옷같아서이름을에서라

하였고 26후에나온아우는손으로에서의발꿈치를

잡았으므로그이름을야곱이라하였으며리브가가그

들을낳을때에이삭이육십세이었더라 27그아이들이

장성하매에서는익숙한사냥군인고로들사람이되고

야곱은종용한사람인고로장막에거하니 28이삭은에

서의사냥한고기를좋아하므로그를사랑하고리브가

는야곱을사랑하였더라 29야곱이죽을쑤었더니에서

가들에서부터돌아와서심히곤비하여 30야곱에게이

르되 `내가곤비하니그붉은것을나로먹게하라' 한

지라그러므로에서의별명은에돔이더라 31야곱이가

로되 `형의장자의명분을오늘날내게팔라' 32에서가

가로되 `내가죽게되었으니이장자의명분이내게무

엇이유익하리요' 33야곱이가로되 `오늘내게맹세하

라'에서가맹세하고장자의명분을야곱에게판지라

34야곱이떡과팥죽을에서에게주매에서가먹으며

마시고일어나서갔으니에서가장자의명분을경홀히

여김이었더라

26아브라함때에첫흉년이들었더니그땅에또흉

년이들매이삭이그랄로가서블레셋왕아비멜렉에

게이르렀더니 2여호와께서이삭에게나타나가라사

대애굽으로내려가지말고내가네게지시하는땅에

거하라 3이땅에유하면내가너와함께있어네게주



창세기 56

고내가이모든땅을너와네자손에게주리라내가네

아비아브라함에게맹세한것을이루어 4네자손을하

늘의별과같이번성케하며이모든땅을네자손에게

주리니네자손을인하여천하만민이복을받으리라 5

이는아브라함이내말을순종하고내명령과, 내계명

과, 내율례와, 내법도를지켰음이니라하시니라 6이

삭이그랄에거하였더니 7그곳사람들이그아내를

물으매그가말하기를그는나의누이라하였으니리

브가는보기에아리따우므로그곳백성이리브가로

인하여자기를죽일까하여그는나의아내라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이삭이거기오래거하였더니이

삭이그아내리브가를껴안은것을블레셋왕아비멜

렉이창으로내다본지라 9이에아비멜렉이이삭을불

러이르되 `그가정녕네아내여늘어찌네누이라하였

느냐?' 이삭이그에게대답하되 `내생각에그를인하

여내가죽게될까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어찌우리에게이렇게행하였느냐? 백성

중하나가네아내와동침하기쉬웠을뻔하였은즉네

가죄를우리에게입혔으리라' 11아비멜렉이이에모

든백성에게명하여가로되 `이사람이나그아내에게

범하는자는죽이리라' 하였더라 12이삭이그땅에서

농사하여그해에백배나얻었고여호와께서복을주

시므로 13그사람이창대하고왕성하여마침내거부가

되어 14양과소가떼를이루고노복이심히많으므로

블레셋사람이그를시기하여 15그아비아브라함때

에그아비의종들이판모든우물을막고흙으로메웠

더라 16아비멜렉이이삭에게이르되 `네가우리보다

크게강성한즉우리를떠나가라' 17이삭이그곳을떠

나그랄골짜기에장막을치고거기우거하며 18그아



창세기 57

비아브라함때에팠던우물들을다시팠으니이는아

브라함죽은후에블레셋사람이그우물들을메웠음

이라이삭이그우물들의이름을그아비의부르던이

름으로불렀더라 19이삭의종들이골짜기에파서샘

근원을얻었더니 20그랄목자들이이삭의목자와다투

어가로되 `이물은우리의것이라' 하매이삭이그다

툼을인하여그우물이름을에섹이라하였으며 21또

다른우물을팠더니그들이또다투는고로그이름을

싯나라하였으며 22이삭이거기서옮겨다른우물을

팠더니그들이다투지아니하였으므로그이름을르호

봇이라하여가로되 `이제는여호와께서우리의장소

를넓게하셨으니이땅에서우리가번성하리로다' 하

였더라 23이삭이거기서부터브엘세바로올라갔더니

24그밤에여호와께서그에게나타나가라사대나는

네아비아브라함의하나님이니두려워말라! 내종아

브라함을위하여내가너와함께있어네게복을주어

네자손으로번성케하리라하신지라 25이삭이그곳

에단을쌓아여호와의이름을부르고거기장막을쳤

더니그종들이거기서도우물을팠더라 26아비멜렉이

그친구아훗삿과군대장관비골로더불어그랄에서부

터이삭에게로온지라 27이삭이그들에게이르되 `너

희가나를미워하여나로너희를떠나가게하였거늘

어찌하여내게왔느냐?' 28그들이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함께계심을우리가분명히보았으므로우리의

사이곧우리와너의사이에맹세를세워너와계약을

맺으리라말하였노라 29너는우리를해하지말라이는

우리가너를범하지아니하고선한일만네게행하며

너로평안히가게하였음이니라이제너는여호와께

복을받은자니라!' 30이삭이그들을위하여잔치를베



창세기 58

풀매그들이먹고마시고 31아침에일찌기일어나서

로맹세한후에이삭이그들을보내매그들이평안히

갔더라 32그날에이삭의종들이자기들의판우물에

대하여이삭에게와서고하여가로되 `우리가물을얻

었나이다'하매 33그가그이름을세바라한지라그러

므로그성읍이름이오늘까지브엘세바더라 34에서가

사십세에헷족속브에리의딸유딧과, 헷족속엘론의

딸바스맛을아내로취하였더니 35그들이이삭과리브

가의마음의근심이되었더라

27이삭이나이많아눈이어두워잘보지못하더니

맏아들에서를불러가로되 `내아들아'하매그가가로

되 `내가여기있나이다'하니 2이삭이가로되 `내가

이제늙어어느날죽을는지알지못하노니 3그런즉네

기구곧전통과활을가지고들에가서나를위하여사

냥하여 4나의즐기는별미를만들어내게로가져다가

먹게하여나로죽기전에내마음껏네게축복하게하

라' 5이삭이그아들에서에게말할때에리브가가들

었더니에서가사냥하여오려고들로나가매 6리브가

가그아들야곱에게일러가로되 `네부친이네형에

서에게말씀하시는것을내가들으니이르시기를 7나

를위하여사냥하여가져다가별미를만들어나로먹

게하여죽기전에여호와앞에서네게축복하게하라

하셨으니 8그런즉내아들아내말을좇아내가네게

명하는대로 9염소떼에가서거기서염소의좋은새끼

를내게로가져오면내가그것으로네부친을위하여

그즐기시는별미를만들리니 10네가그것을가져네

부친께드려서그로죽으시기전에네게축복하기위

하여잡수시게하라' 11야곱이그모친리브가에게이

르되 `내형에서는털사람이요,나는매끈매끈한사람



창세기 59

인즉 12아버지께서나를만지실진대내가아버지께속

이는자로뵈일지라복은고사하고저주를받을까하

나이다' 13어미가그에게이르되 `내아들아, 너의저

주는내게로돌리리니내말만좇고가서가져오라' 14

그가가서취하여어미에게로가져왔더니그어미가

그아비의즐기는별미를만들었더라 15리브가가집

안자기처소에있는맏아들에서의좋은의복을취하

여작은아들야곱에게입히고 16또염소새끼의가죽

으로그손과목의매끈매끈한곳에꾸미고 17그만든

별미와떡을자기아들야곱의손에주매 18야곱이아

버지에게나아가서 `내아버지여'하고부른대가로되

`내가여기있노라내아들아네가누구냐?' 19야곱이

아비에게대답하되 `나는아버지의맏아들에서로소이

다아버지께서내게명하신대로내가하였사오니청컨

대일어나앉아서내사냥한고기를잡수시고아버지

의마음껏내게축복하소서!' 20이삭이그아들에게이

르되 `내아들아, 네가어떻게이같이속히잡았느냐?'

그가가로되 `아버지의하나님여호와께서나로순적

히만나게하셨음이니이다' 21이삭이야곱에게이르되

`내아들아, 가까이오라네가과연내아들에서인지

아닌지내가너를만지려하노라' 22야곱이그아비이

삭에게가까이가니이삭이만지며가로되 `음성은야

곱의음성이나, 손은에서의손이로다' 하며 23그손이

형에서의손과같이털이있으므로능히분별치못하

고축복하였더라 24이삭이가로되네가참내아들에

서냐그가대답하되그러하니이다 25이삭이가로되

`내게로가져오라내아들의사냥한고기를먹고내마

음껏네게축복하리라!' 야곱이그에게로가져가매그

가먹고또포도주를가져가매그가마시고 26그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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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이그에게이르되 `내아들아, 가까이와서내게입

맞추라` 27그가가까이가서그에게입맞추니아비가

그옷의향취를맡고그에게축복하여가로되 `내아들

의향취는여호와의복주신밭의향취로다 28하나님

은하늘의이슬과땅의기름짐이며풍성한곡식과포

도주로네게주시기를원하노라 29만민이너를섬기고

열국이네게굴복하리니네가형제들의주가되고네

어미의아들들이네게굴복하며네게저주하는자는

저주를받고네게축복하는자는복을받기를원하노

라' 30이삭이야곱에게축복하기를마치매야곱이그

아비이삭앞에서나가자곧그형에서가사냥하여돌

아온지라 31그가별미를만들어아비에게로가지고가

서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아들의사냥한고기를

잡수시고마음껏내게축복하소서' 32그아비이삭이

그에게이르되 `너는누구냐?' 그가대답하되 `나는아

버지의아들곧아버지의맏아들에서로소이다` 33이

삭이심히크게떨며가로되 `그런즉사냥한고기를내

게가져온자가누구냐?너오기전에내가다먹고그

를위하여축복하였은즉그가정녕복을받을것이니

라!' 34에서가그아비의말을듣고방성대곡하며아비

에게이르되 `내아버지여, 내게축복하소서내게도그

리하소서' 35이삭이가로되 `네아우가간교하게와서

네복을빼앗았도다' 36에서가가로되 `그의이름을야

곱이라함이합당치아니하니이까?그가나를속임이

이것이두번째니이다전에는나의장자의명분을빼앗

고이제는내복을빼앗았나이다'또가로되 `아버지께

서나를위하여빌복을남기지아니하셨나이까?' 37이

삭이에서에게대답하여가로되 `내가그를너의주로

세우고그모든형제를내가그에게종으로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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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과포도주를그에게공급하였으니내아들아! 내

가네게무엇을할수있으랴?' 38에서가아비에게이

르되 `내아버지여,아버지의빌복이이하나뿐이리이

까?내아버지여,내게축복하소서내게도그리하소서'

하고소리를높여우니 39그아비이삭이그에게대답

하여가로되 `너의주소는땅의기름짐에서뜨고내리

는하늘이슬에서뜰것이며 40너는칼을믿고생활하

겠고네아우를섬길것이며네가매임을벗을때에는

그멍에를네목에서떨쳐버리리라'하였더라 41그아

비가야곱에게축복한그축복을인하여에서가야곱

을미워하여심중에이르기를 `아버지를곡할때가가

까왔은즉내가내아우야곱을죽이리라'하였더니 42

맏아들에서의이말이리브가에게들리매이에보내

어작은아들야곱을불러그에게이르되 `네형에서가

너를죽여그한을풀려하나니 43내아들아, 내말을좇

아일어나하란으로가서내오라버니라반에게피하

여 44네형의노가풀리기까지몇날동안그와함께거

하라 45네형의분노가풀려네가자기에게행한것을

잊어버리거든내가곧보내어너를거기서불러오리라

어찌하루에너희둘을잃으랴' 46리브가가이삭에게

이르되 `내가헷사람의딸들을인하여나의생명을싫

어하거늘야곱이만일이땅의딸들곧그들과같은헷

사람의딸들중에서아내를취하면나의생명이내게

무슨재미가있으리이까?'

28이삭이야곱을불러그에게축복하고또부탁하여

가로되 `너는가나안사람의딸들중에서아내를취하

지말고 2일어나밧단아람으로가서너의외조부브두

엘집에이르러거기서너의외삼촌라반의딸중에서

아내를취하라 3전능하신하나님이네게복을주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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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생육하고번성케하사너로여러족속을이루게하

시고 4아브라함에게허락하신복을네게주시되너와

너와함께네자손에게주사너로하나님이아브라함

에게주신땅곧너의우거하는땅을유업으로받게하

시기를원하노라' 5이에이삭이야곱을보내었더니밧

단아람으로가서라반에게이르렀으니라반은아람사

람브두엘의아들이요야곱과에서의어미리브가의

오라비더라 6에서가본즉이삭이야곱에게축복하고

그를밧단아람으로보내어거기서아내를취하게하였

고또그에게축복하고명하기를 `너는가나안사람의

딸들중에서아내를취하지말라'하였고 7또야곱이

부모의명을좇아밧단아람으로갔으며 8에서가또본

즉가나안사람의딸들이그아비이삭을기쁘게못하

는지라 9이에에서가이스마엘에게가서그본처들외

에아브라함의아들이스마엘의딸이요느바욧의누이

인마할랏을아내로취하였더라 10야곱이브엘세바에

서떠나하란으로향하여가더니 11한곳에이르러는

해가진지라거기서유숙하려고그곳의한돌을취하

여베개하고거기누워자더니 12꿈에본즉사닥다리

가땅위에섰는데그꼭대기가하늘에닿았고또본즉

하나님의사자가그위에서오르락내리락하고 13또

본즉여호와께서그위에서서가라사대나는여호와

니너의조부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

라! 너누운땅을내가너와네자손에게주리니 14네

자손이땅의티끌같이되어서동서남북에편만할지며

땅의모든족속이너와네자손을인하여복을얻으리

라! 15내가너와함께있어네가어디로가든지너를지

키며너를이끌어이땅으로돌아오게할지라내가네

게허락한것을다이루기까지너를떠나지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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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신지라 16야곱이잠이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여기계시거늘내가알지못하였도다' 17이에두

려워하여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것이아니

라이는하나님의전이요, 이는하늘의문이로다' 하고

18야곱이아침에일찌기일어나베개하였던돌을가져

기둥으로세우고그위에기름을붓고 19그곳이름을

벧엘이라하였더라이성의본이름은루스더라 20야

곱이서원하여가로되 `하나님이나와함께계시사내

가가는이길에서나를지키시고먹을양식과입을옷

을주사 21나로평안히아비집으로돌아가게하시오

면여호와께서나의하나님이되실것이요 22내가기

둥으로세운이돌이하나님의전이될것이요하나님

께서내게주신모든것에서십분일을내가반드시하

나님께드리겠나이다`하였더라

29야곱이발행하여동방사람의땅에이르러 2본즉

들에우물이있고그곁에양세떼가누웠으니이는목

자들이그우물에서물을양떼에게먹임이라큰돌로

우물아구를덮었다가 3모든떼가모이면그들이우물

아구에서돌을옮기고양에게물을먹이고는여전히

우물아구그자리에돌을덮더라 4야곱이그들에게

이르되 `나의형제여어디로서뇨?' 그들이가로되 `하

란에서로라' 5야곱이그들에게이르되 `너희가나홀

의손자라반을아느냐?' 그들이가로되 `아노라' 6야

곱이그들에게이르되 `그가평안하냐?' 가로되 `평안

하니라딸라헬이지금양을몰고오느니라' 7야곱이

가로되 `해가아직높은즉짐승모일때가아니니양에

게물을먹이고가서뜯기라' 8그들이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못하겠노라떼가다모이고목자들이우물

아구에서돌을옮겨야우리가양에게물을먹이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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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야곱이그들과말하는중에라헬이그아비의양과

함께오니그가그의양들을침이었더라 10야곱이그

외삼촌라반의딸라헬과그외삼촌의양을보고나아

가서우물아구에서돌을옮기고외삼촌라반의양떼

에게물을먹이고 11그가라헬에게입맞추고소리내어

울며 12그에게자기가그의아비의생질이요리브가의

아들됨을고하였더니라헬이달려가서그아비에게고

하매 13라반이그생질야곱의소식을듣고달려와서

그를영접하여안고입맞추고자기집으로인도하여

들이니야곱이자기의모든일을라반에게고하매 14

라반이가로되 `너는참으로나의골육이로다'하였더

라야곱이한달을그와함께거하더니 15라반이야곱

에게이르되 `네가비록나의생질이나어찌공으로내

일만하겠느냐?무엇이네보수겠느냐?내게고하라'

16라반이두딸이있으니형의이름은레아요아우의

이름은라헬이라 17레아는안력이부족하고라헬은곱

고아리따우니 18야곱이라헬을연애하므로대답하되

`내가외삼촌의작은딸라헬을위하여외삼촌에게칠

년을봉사하리이다' 19라반이가로되 `그를네게주는

것이타인에게주는것보다나으니나와함께있으라'

20야곱이라헬을위하여칠년동안라반을봉사하였으

나그를연애하는까닭에칠년을수일같이여겼더라

21야곱이라반에게이르되 `내기한이찼으니내아내

를내게주소서내가그에게들어가겠나이다' 22라반

이그곳사람을다모아잔치하고 23저녁에그딸레아

를야곱에게로데려가매야곱이그에게로들어가니라

24라반이또그여종실바를그딸레아에게시녀로주

었더라 25야곱이아침에보니레아라라반에게이르되

`외삼촌이어찌하여내게이같이행하셨나이까? 내가



창세기 65

라헬을위하여외삼촌께봉사하지아니하였나이까?외

삼촌이나를속이심은어찜이니이까?' 26라반이가로

되 `형보다아우를먼저주는것은우리지방에서하지

아니하는바이라 27이를위하여칠일을채우라우리가

그도네게주리니네가그를위하여또칠년을내게봉

사할지니라' 28야곱이그대로하여그칠일을채우매

라반이딸라헬도그에게아내로주고 29라반이또그

여종빌하를그딸라헬에게주어시녀가되게하매 30

야곱이또한라헬에게로들어갔고그가레아보다라헬

을더사랑하고다시칠년을라반에게봉사하였더라

31여호와께서레아에게총이없음을보시고그의태를

여셨으나라헬은무자하였더라 32레아가잉태하여아

들을낳고그이름을르우벤이라하여가로되 `여호와

께서나의괴로움을권고하셨으니이제는내남편이

나를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그가다시잉태하여

아들을낳고가로되 `여호와께서나의총이없음을들

으셨으므로내게이도주셨도다' 하고그이름을시므

온이라하였으며 34그가또잉태하여아들을낳고가

로되 `내가그에게세아들을낳았으니내남편이지금

부터나와연합하리로다' 하고그이름을레위라하였

으며 35그가또잉태하여아들을낳고가로되 `내가이

제는여호와를찬송하리로다!' 하고이로인하여그가

그이름을유다라하였고그의생산이멈추었더라

30라헬이자기가야곱에게아들을낳지못함을보고

그형을투기하여야곱에게이르되 `나로자식을낳게

하라그렇지아니하면내가죽겠노라' 2야곱이라헬에

게노를발하여가로되 `그대로성태치못하게하시는

이는하나님이시니내가하나님을대신하겠느냐?' 3

라헬이가로되 `나의여종빌하에게로들어가라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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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낳아내무릎에두리니그러면나도그를인하

여자식을얻겠노라'하고 4그시녀빌하를남편에게

첩으로주매야곱이그에게로들어갔더니 5빌하가잉

태하여야곱에게아들을낳은지라 6라헬이가로되 `하

나님이내억울함을푸시려고내소리를들으사내게

아들을주셨다' 하고이로인하여그이름을단이라하

였으며 7라헬의시녀빌하가다시잉태하여둘째아들

을야곱에게낳으매 8라헬이가로되 `내가형과크게

경쟁하여이기었다'하고그이름을납달리라하였더

라 9레아가자기의생산이멈춤을보고그시녀실바

를취하여야곱에게주어첩을삼게하였더니 10레아

의시녀실바가야곱에게아들을낳으매 11레아가가

로되 `복되도다' 하고그이름을갓이라하였으며 12레

아의시녀실바가둘째아들을야곱에게낳으매 13레

아가가로되 `기쁘도다모든딸들이나를기쁜자라하

리로다'하고그이름을아셀이라하였더라 14맥추때

에르우벤이나가서들에서합환채를얻어어미레아

에게드렸더니라헬이레아에게이르되 `형의아들의

합환채를청구하노라' 15레아가그에게이르되 `네가

내남편을빼앗은것이작은일이냐?네가내아들의합

환채도빼앗고자하느냐?' 라헬이가로되 `그러면형의

아들의합환채대신에오늘밤에내남편이형과동침

하리라' 하리라 16저물때에야곱이들에서돌아오매

레아가나와서그를영접하며이르되 `내게로들어오

라내가내아들의합환채로당신을샀노라' 그밤에야

곱이그와동침하였더라 17하나님이레아를들으셨으

므로그가잉태하여다섯째아들을야곱에게낳은지라

18레아가가로되 `내가내시녀를남편에게주었으므

로하나님이내게그값을주셨다' 하고그이름을잇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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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이라하였으며 19레아가다시잉태하여여섯째아들

을야곱에게낳은지라 20레아가가로되 `하나님이네

게후한선물을주시도다내가남편에게여섯아들을

낳았으니이제는그가나와함께거하리라' 하고그이

름을스불론이라하였으며 21그후에그가딸을낳고

그이름을디나라하였더라 22하나님이라헬을생각하

신지라하나님이그를들으시고그태를여신고로 23

그가잉태하여아들을낳고가로되 `하나님이나의부

끄러움을씻으셨다' 하고 24그이름을요셉이라하니

여호와는다시다른아들을내게더하시기를원하노라

함이었더라 25라헬이요셉을낳은때에야곱이라반에

게이르되 `나를보내어내고향내본토로가게하시되

26내가외삼촌에게서일하고얻은처자를내게주어

나로가게하소서내가외삼촌께한일은외삼촌이아

시나이다' 27라반이그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너로

인하여내게복주신줄을내가깨달았노니네가나를

사랑스럽게여기거든유하라' 28또가로되 `네품삯을

정하라내가그것을주리라' 29야곱이그에게이르되

`내가어떻게외삼촌을섬겼는지, 어떻게외삼촌의짐

승을쳤는지외삼촌이아시나이다 30내가오기전에는

외삼촌의소유가적더니번성하여떼를이루었나이다

나의공력을따라여호와께서외삼촌에게복을주셨나

이다그러나나는어느때에나내집을세우리이까?' 31

라반이가로되내가무엇으로네게주랴야곱이가로

되외삼촌께서아무것도내게주실것이아니라나를

위하여이일을행하시면내가다시외삼촌의양떼를

먹이고지키리이다

31야곱이들은즉라반의아들들의말이 `야곱이우리

아버지의소유를다빼앗고우리아버지의소유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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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이같이거부가되었다' 하는지라 2야곱이라반의

안색을본즉자기에게대하여전과같지아니하더라 3

여호와께서야곱에게이르시되네조상의땅, 네족속

에게로돌아가라내가너와함께있으리라하신지라 4

야곱이보내어라헬과레아를자기양떼있는들로불

러다가 5그들에게이르되 `내가그대들의아버지의안

색을본즉내게대하여전과같지아니하도다그러할

지라도내아버지의하나님은나와함께계셨느니라 6

그대들도알거니와내가힘을다하여그대들의아버지

를섬겼거늘 7그대들의아버지가나를속여품삯을열

번이나변역하였느니라그러나하나님이그를금하사

나를해치못하게하셨으며 8그가이르기를점있는

것이네삯이되리라하면온양떼의낳은것이점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있는것이네삯이되리라하면온

양떼의낳은것이얼룩무늬있는것이니 9하나님이이

같이그대들의아버지의짐승을빼앗아내게주셨으니

라 10그양떼가새끼밸때에내가꿈에눈을들어보니

양떼를탄수양은다얼룩무늬있는것,점있는것,아

롱진것이었더라 11꿈에하나님의사자가내게말씀하

시기를야곱아! 하기로내가대답하기를여기있나이

다! 하매 12가라사대네눈을들어보라! 양떼를탄수

양은다얼룩무늬있는것, 점있는것, 아롱진것이니라

라반이네게행한모든것을내가보았노라 13나는벧

엘하나님이라!네가거기서기둥에기름을붓고거기

서내게서원하였으니지금일어나이곳을떠나서네

출생지로돌아가라하셨느니라' 14라헬과레아가그에

게대답하여가로되 `우리가우리아버지집에서무슨

분깃이나유업이나있으리요 15아버지가우리를팔고

우리의돈을다먹었으니아버지가우리를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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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것이아닌가 16하나님이우리아버지에게서취

하신재물은우리와우리자식의것이니이제하나님

이당신에게이르신일을다준행하라' 17야곱이일어

나자식들과아내들을약대들에게태우고 18그얻은

바모든짐승과모든소유물곧그가밧단아람에서얻

은짐승을이끌고가나안땅에있는그아비이삭에게

로가려할새 19때에라반이양털을깎으러갔으므로

라헬은그아비의드라빔을도적질하고 20야곱은그

거취를아람사람라반에게고하지않고가만히떠났

더라 21그가그모든소유를이끌고강을건너길르앗

산을향하여도망한지 22삼일만에야곱의도망한것이

라반에게들린지라 23라반이그형제를거느리고칠일

길을쫓아가길르앗산에서그에게미쳤더니 24밤에하

나님이아람사람라반에게현몽하여가라사대너는

삼가야곱에게선악간말하지말라하셨더라 25라반이

야곱을쫓아미치니야곱이산에장막을쳤는지라라

반이그형제로더불어길르앗산에장막을치고 26라

반이야곱에게이르되 `네가내게알리지아니하고가

만히내딸들을칼로잡은자같이끌고갔으니어찌이

같이하였느냐? 27내가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

으로너를보내겠거늘어찌하여네가나를속이고가

만히도망하고내게고하지아니하였으며 28나로내

손자들과딸들에게입맞추지못하게하였느냐?네소

위가실로어리석도다 29너를해할만한능력이내손

에있으나너희아버지의하나님이어제밤에내게말

씀하시기를너는삼가야곱에게선악간말하지말라

하셨느니라 30이제네가네아비집을사모하여돌아

가려는것은가하거니와어찌내신(神)을도적질하였

느냐?' 31야곱이라반에게대답하여가로되 `내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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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외삼촌이외삼촌의딸들을내게서억지로빼앗

으리라하여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외삼촌의신은

뉘게서찾든지그는살지못할것이요우리형제들앞

에서무엇이든지외삼촌의것이발견되거든외삼촌에

게로하소서' 하니야곱은라헬이그것을도적질한줄

을알지못함이었더라 33라반이야곱의장막에들어가

고레아의장막에들어가고두여종의장막에들어갔

으나찾지못하고레아의장막에서나와라헬의장막

에들어가매 34라헬이그드라빔을가져약대안장아

래넣고그위에앉은지라라반이그장막에서찾다가

얻지못하매 35라헬이그아비에게이르되 `마침경수

가나므로일어나서영접할수없사오니내주는노하

지마소서' 하니라라반이그드라빔을두루찾다가얻

지못한지라 36야곱이노하여라반을책망할새야곱이

라반에게대척하여가로되나의허물이무엇이니이까?

무슨죄가있기에외삼촌께서나를불같이급히쫓나

이까? 37외삼촌께서내물건을다뒤져보셨으니외삼

촌의가장집물중에무엇을찾았나이까?여기나의형

제와외삼촌의형제앞에그것을두고우리두사이에

판단하게하소서 38내가이이십년에외삼촌과함께

하였거니와외삼촌의암양들이나암염소들이낙태하

지아니하였고또외삼촌의양떼의수양을내가먹지

아니하였으며 39물려찢긴것은내가외삼촌에게로가

져가지아니하고스스로그것을보충하였으며낮에도

적을맞았든지, 밤에도적을맞았든지, 내가외삼촌에

게물어내었으며 40내가이와같이낮에는더위를무

릅쓰고, 밤에는추위를당하며, 눈붙일겨를도없이지

내었나이다 41내가외삼촌의집에거한이이십년에

외삼촌의두딸을위하여십사년, 외삼촌의양떼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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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육년을외삼촌을봉사하였거니와외삼촌께서내

품값을열번이나변역하셨으니 42우리아버지의하나

님, 아브라함의하나님, 곧이삭의경외하는이가나와

함께계시지아니하셨더면외삼촌께서이제나를공수

로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하나님이나의고난과내

손의수고를감찰하시고어제밤에외삼촌을책망하셨

나이다 43라반이야곱에게대답하여가로되 `딸들은

내딸이요, 자식들은내자식이요, 양떼는나의양떼요,

네가보는것은다내것이라내가오늘날내딸들과그

낳은자식들에게어찌할수있으랴? 44이제오라너와

내가언약을세워그것으로너와나사이에증거를삼

을것이니라' 45이에야곱이돌을가져기둥으로세우

고 46또 `그형제들에게돌을모으라`하니그들이돌

을취하여무더기를이루매무리가거기무더기곁에

서먹고 47라반은그것을여갈사하두다라칭하였고야

곱은그것을갈르엣이라칭하였으니 48라반의말에

`오늘날이무더기가너와나사이에증거가된다'하였

으므로그이름을갈르엣이라칭하였으며 49또미스바

라하였으니이는그의말에 `우리피차떠나있을때에

여호와께서너와나사이에감찰하옵소서'함이라 50

`네가내딸을박대하거나내딸들외에다른아내들을

취하면사람은우리와함께할자가없어도보라, 하나

님이너와나사이에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51라

반이또야곱에게이르되 `내가너와나사이에둔이

무더기를보라또이기둥을보라 52이무더기가증거

가되고이기둥이증거가되나니내가이무더기를넘

어네게로가서해하지않을것이요,네가이무더기,

이기둥을넘어내게로와서해하지않을것이라 53아

브라함의하나님, 나홀의하나님, 그들의조상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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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우리사이에판단하옵소서' 하매야곱이그아비

이삭의경외하는이를가리켜맹세하고 54야곱이또

산에서제사를드리고형제들을불러떡을먹이니그

들이떡을먹고산에서경야하고 55라반이아침에일

찌기일어나손자들과딸들에게입맞추며그들에게축

복하고떠나고향으로돌아갔더라

32야곱이그길을진행하더니하나님의사자들이그

를만난지라 2야곱이그들을볼때에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군대라' 하고그땅이름을마하나임이라하

였더라 3야곱이세일땅에돔들에있는형에서에게

로사자들을자기보다앞서보내며 4그들에게부탁하

여가로되 `너희는이같이내주에서에게고하라주의

종야곱이말하기를내가라반에게붙여서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내게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있사

오므로사람을보내어내주께고하고내주께은혜받

기를원하나이다하더라하라' 하였더니 6사자들이야

곱에게돌아와가로되 `우리가주인의형에서에게이

른즉그가사백인을거느리고주인을만나려고오더이

다' 7야곱이심히두렵고답답하여자기와함께한종

자와양과,소와, 약대를두떼로나누고 8가로되 `에서

가와서한떼를치면, 남은한떼는피하리라' 하고 9

야곱이또가로되 `나의조부아브라함의하나님,나의

아버지이삭의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전에내게명

하시기를네고향네족속에게로돌아가라내가네게

은혜를베풀리라하셨나이다 10나는주께서주의종에

게베푸신모든은총과모든진리를조금이라도감당

할수없사오나내가내지팡이만가지고이요단을건

넜더니지금은두떼나이루었나이다 11내가주께간

구하오니내형의손에서에서의손에서나를건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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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옵소서내가그를두려워하옴은그가와서나와내

처자들을칠까겁냄이니이다 12주께서말씀하시기를

내가정녕네게은혜를베풀어네씨로바다의셀수없

는모래와같이많게하리라하셨나이다' 13야곱이거

기서경야하고그소유중에서형에서를위하여예물

을택하니 14암염소가이백이요, 수염소가이십이요,

암양이이백이요,수양이이십이요, 15젖나는약대삼

십과그새끼요, 암소가사십이요, 황소가열이요, 암나

귀가이십이요,그새끼나귀가열이라, 16그것을각각

떼로나눠종들의손에맡기고그종들에게이르되나

보다앞서건너가서각떼로상거가뜨게하라하고 17

그가또앞선자에게부탁하여가로되 `내형에서가너

를만나묻기를네가뉘사람이며어디로가느냐?네앞

엣것은뉘것이냐? 하거든 18대답하기를주의종야곱

의것이요, 자기주에서에게로보내는예물이오며야

곱도우리뒤에있나이다하라' 하고 19그둘째와세째

와각떼를따라가는자에게부탁하여가로되 `너희도

에서를만나거든곧이같이그에게고하고 20또너희

는말하기를주의종야곱이우리뒤에있다하라' 하니

이는야곱의생각에 `내가내앞에보내는예물로형의

감정을푼후에대면하면형이혹시나를받으리라' 함

이었더라 21그예물은그의앞서행하고그는무리가

운데서경야하다가 22밤에일어나두아내와두여종

과열한아들을인도하여얍복나루를건널새 23그들

을인도하여시내를건네며그소유도건네고 24야곱

은홀로남았더니어떤사람이날이새도록야곱과씨

름하다가 25그사람이자기가야곱을이기지못함을

보고야곱의환도뼈를치매야곱의환도뼈가그사람

과씨름할때에위골되었더라 26그사람이가로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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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려하니나로가게하라' 야곱이가로되 `당신이

내게축복하지아니하면가게하지아니하겠나이다!'

27그사람이그에게이르되 `네이름이무엇이냐?' 그

가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그사람이가로되 `네이

름을다시는야곱이라부를것이아니요이스라엘이라

부를것이니이는네가하나님과사람으로더불어겨

루어이기었음이니라' 29야곱이청하여가로되 `당신

의이름을고하소서'그사람이가로되 `어찌내이름을

묻느냐?' 하고거기서야곱에게축복한지라 30그러므

로야곱이그곳이름을브니엘이라하였으니그가이

르기를내가하나님과대면하여보았으나내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그가브니엘을지날때에해

가돋았고그환도뼈로인하여절었더라 32그사람이

야곱의환도뼈큰힘줄을친고로이스라엘사람들이

지금까지환도뼈큰힘줄을먹지아니하더라

33야곱이눈을들어보니에서가사백인을거느리고

오는지라그자식들을나누어레아와라헬과두여종

에게맡기고 2여종과그자식들은앞에두고레아와

그자식들은다음에두고라헬과요셉은뒤에두고 3

자기는그들앞에서나아가되몸을일곱번땅에굽히

며그형에서에게가까이하니 4에서가달려와서그

를맞아서안고목을어긋맞기고그와입맞추고피차

우니라 5에서가눈을들어여인과자식들을보고묻되

`너와함께한이들은누구냐?' 야곱이가로되 `하나님

이주의종에게은혜로주신자식이니이다' 6때에여

종들이그자식으로더불어나아와절하고 7레아도그

자식으로더불어나아와절하고그후에요셉이라헬

로더불어나아와절하니 8에서가또가로되 `나의만

난바이모든떼는무슨까닭이냐?' 야곱이가로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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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은혜를입으려함이니이다' 9에서가가로되 `내

동생아,내게있는것이족하니네소유는네게두라'

10야곱이가로되 `그렇지아니하니이다형님께은혜를

얻었사오면청컨대내손에서이예물을받으소서내

가형님의얼굴을뵈온즉하나님의얼굴을본것같사

오며형님도나를기뻐하심이니이이다 11하나님이내

게은혜를베푸셨고나의소유도족하오니청컨대내

가형님께드리는예물을받으소서' 하고그에게강권

하매받으니라 12에서가가로되 `우리가떠나가자내

가너의앞잡이가되리라' 13야곱이그에게이르되 `내

주도아시거니와자식들은유약하고내게있는양떼와

소가새끼를데렸은즉하루만과히몰면모든떼가죽

으리니 14청컨대내주는종보다앞서가소서나는앞

에가는짐승과자식의행보대로천천히인도하여세

일로가서내주께나아가리이다' 15에서가가로되 `내

가내종자수인을네게머물리라'야곱이가로되 `어찌

하여그리하리이까?나로내주께은혜를얻게하소서'

하매 16이날에에서는세일로회정하고 17야곱은숙

곳에이르러자기를위하여집을짓고짐승을위하여

우릿간을지은고로그땅이름을숙곳이라부르더라

18야곱이밧단아람에서부터평안히가나안땅세겜성

에이르러성앞에그장막을치고 19그장막친밭을

세겜의아비하몰의아들들의손에서은일백개로사

고

34레아가야곱에게낳은딸디나가그땅여자를보

러나갔더니 2히위족속중하몰의아들그땅추장세

겜이그를보고끌어들여강간하여욕되게하고 3그

마음이깊이야곱의딸디나에게연련하며그소녀를

사랑하여그의마음을말로위로하고 4그아비하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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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청하여가로되 `이소녀를내아내로얻게하여주소

서' 하였더라 5야곱이그딸디나를그가더럽혔다함

을들었으나자기아들들이들에서목축하므로그들의

돌아오기까지잠잠하였고 6세겜의아비하몰은야곱

에게말하러왔으며 7야곱의아들들은들에서이를듣

고돌아와서사람사람이근심하고심히노하였으니

이는세겜이야곱의딸을강간하여이스라엘에게부끄

러운일곧행치못할일을행하였음이더라 8하몰이

그들에게이르되 `내아들세겜이마음으로너희딸을

연련하여하니원컨대그를세겜에게주어아내를삼

게하라 9너희가우리와통혼하여너희딸을우리에게

주며우리딸을너희가취하고 10너희가우리와함께

거하되땅이너희앞에있으니여기머물러매매하며

여기서기업을얻으라' 하고 11세겜도디나의아비와

남형들에게이르되 `나로너희에게은혜를입게하라

너희가내게청구하는것은내가수응하리니 12이소

녀만내게주어아내가되게하라아무리큰빙물과예

물을청구할지라도너희가내게말한대로수응하리라'

13야곱의아들들이세겜과그아비하몰에게속여대

답하였으니이는세겜이그누이디나를더럽혔음이라

14야곱의아들들이그들에게말하되 `우리는그리하지

못하겠노라할례받지아니한사람에게우리누이를

줄수없노니이는우리의수욕이됨이니라 15그런즉

이같이하면너희에게허락하리라만일너희중남자

가다할례를받고우리같이되면 16우리딸을너희에

게주며너희딸을우리가취하며너희가함께거하여

한민족이되려니와 17너희가만일우리를듣지아니

하고할례를받지아니하면우리는곧우리딸을데리

고가리라' 18그들의말을하몰과그아들세겜이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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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므로 19이소년이그일행하기를지체치아니하

였으니그가야곱의딸을사랑함이며그는그아비집

에가장존귀함일러라 20하몰과그아들세겜이성문

에이르러그고을사람에게말하여가로되 21 `이 사람

들은우리와친목하고이땅은넓어그들을용납할만

하니그들로여기서거주하며매매하게하고우리가

그들의딸들을아내로취하고우리딸들도그들에게

주자 22그러나우리중에모든남자가그들의할례를

받음같이할례를받아야그사람들이우리와함께거

하여한민족되기를허락할것이라 23그리하면그들

의생축과재산과그모든짐승이우리의소유가되지

않겠느냐?다만그말대로하자그리하면그들이우리

와함께거하리라' 24성문으로출입하는모든자가하

몰과그아들세겜의말을듣고성문으로출입하는그

모든남자가할례를받으니라 25제삼일에미쳐그들

이고통할때에야곱의두아들디나의오라비시므온

과레위가각기칼을가지고가서부지중에성을엄습

하여그모든남자를죽이고 26칼로하몰과그아들세

겜을죽이고디나를세겜의집에서데려오고 27야곱의

여러아들이그시체있는성으로가서노략하였으니

이는그들이그누이를더럽힌연고라 28그들이양과,

소와, 나귀와, 그성에있는것과, 들에있는것과, 29그

모든재물을빼앗으며그자녀와아내들을사로잡고

집속의물건을다노략한지라 30야곱이시므온과레

위에게이르되너희가내게화를끼쳐나로이땅사람

곧가나안족속과브리스족속에게냄새를내게하였

도다나는수가적은즉그들이모여나를치고나를죽

이리니그리하면나와내집이멸망하리라 31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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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되 `그가우리누이를창녀같이대우함이가하니

이까?'

35하나님이야곱에게이르시되일어나벧엘로올라

가서거기거하며네가네형에서의낯을피하여도망

하던때에네게나타났던하나님께거기서단을쌓으

라! 하신지라 2야곱이이에자기집사람과자기와함

께한모든자에게이르되 `너희중의이방신상을버리

고자신을정결케하고의복을바꾸라 3우리가일어나

벧엘로올라가자나의환난날에내게응답하시며나의

가는길에서나와함께하신하나님께내가거기서단

을쌓으려하노라' 하매 4그들이자기손에있는모든

이방신상과자기귀에있는고리를야곱에게주는지

라야곱이그것들을세겜근처상수리나무아래묻고 5

그들이발행하였으나하나님이그사면고을들로크게

두려워하게하신고로야곱의아들들을추격하는자가

없었더라 6야곱과그와함께한모든사람이가나안땅

루스곧벧엘에이르고 7그가거기서단을쌓고그곳

을엘벧엘이라불렀으니이는그형의낯을피할때에

하나님이그에게거기서나타나셨음이더라 8리브가

의유모드보라가죽으매그를벧엘아래상수리나무

밑에장사하고그나무이름을알론바굿이라불렀더라

9야곱이밧단아람에서돌아오매하나님이다시야곱

에게나타나서그에게복을주시고 10그에게이르시되

네이름이야곱이다마는네이름을다시는야곱이라

부르지않겠고이스라엘이네이름이되리라하시고

그가그의이름을이스라엘이라부르시고 11그에게이

르시되나는전능한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번성하라

! 국민과많은국민이네게서나고왕들이네허리에서

나오리라 12내가아브라함과이삭에게준땅을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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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내가네후손에게도그땅을주리라! 하시고 13하

나님이그와말씀하시던곳에서그를떠나올라가시는

지라 14야곱이하나님의자기와말씀하시던곳에기둥

곧돌기둥을세우고그위에전제물을붓고또그위에

기름을붓고 15하나님이자기와말씀하시던곳의이름

을벧엘이라불렀더라 16그들이벧엘에서발행하여에

브랏에이르기까지얼마길을격한곳에서라헬이임

산하여심히신고하더니 17그가난산할즈음에산파가

그에게이르되 `두려워말라지금그대가또득남하느

니라' 하매 18그가죽기에임하여그혼이떠나려할때

에아들의이름은베노니라불렀으나그아비가그를

베냐민이라불렀더라 19라헬이죽으매에브랏곧베들

레헴길에장사되었고 20야곱이라헬의묘에비를세

웠더니지금까지라헬의묘비라일컫더라 21이스라엘

이다시발행하여에델망대를지나장막을쳤더라 22

이스라엘이그땅에유할때에르우벤이가서그서모

빌하와통간하매이스라엘이이를들었더라야곱의아

들은열둘이라 23레아의소생은야곱의장자르우벤

과, 그다음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

론이요, 24라헬의소생은요셉과, 베냐민이며, 25라헬

의여종빌하의소생은단과, 납달리요, 26레아의여종

실바의소생은갓과, 아셀이니, 이들은야곱의아들들

이요밧단아람에서그에게낳은자더라 27야곱이기럇

아르바의마므레로가서그아비이삭에게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곧아브라함과이삭의우거하던헤브론

이더라 28이삭의나이일백팔십세라 29이삭이나이

많고늙어기운이진하매죽어자기열조에게로돌아

가니그아들에서와야곱이그를장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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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에서곧에돔의대략이이러하니라 2에서가가나

안여인중헷족속중엘론의딸아다와,히위족속중

시브온의딸아나의소생오홀리바마를자기아내로

취하고 3또이스마엘의딸느바욧의누이바스맛을취

하였더니 4아다는엘리바스를에서에게낳았고, 바스

맛은르우엘을낳았고 5오홀리바마는여우스와, 얄람

과,고라를낳았으니이들은에서의아들이요가나안

땅에서그에게낳은자더라 6에서가자기아내들과,

자기자녀들과, 자기집의모든사람과, 자기의가축과,

자기모든짐승과, 자기가가나안땅에서얻은모든재

물을이끌고그동생야곱을떠나타처로갔으니 7두

사람의소유가풍부하여함께거할수없음이러라그

들의우거한땅이그들의가축으로인하여그들을용

납할수없었더라 8이에에서곧에돔이세일산에거

하니라 9세일산에거한에돔족속의조상에서의대략

이이러하고 10그자손의이름은이러하니라에서의

아내아다의아들은엘리바스요,에서의아내바스맛

의아들은르우엘이며 11엘리바스의아들들은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에서의아들엘

리바스의첩딤나는아말렉을엘리바스에게낳았으니

이들은에서의아내아다의자손이며 13르우엘의아들

들은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이들은에서의아

내바스맛의자손이며 14시브온의손녀아나의딸에

서의아내오홀리바마의아들들은이러하니그가여우

스와,얄람과, 고라를에서에게낳았더라 15에서자손

중족장은이러하니라에서의장자엘리바스의자손에

는데만족장,오말족장,스보족장,그나스족장과 16

고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니이들은에돔땅

에있는엘리바스로말미암아나온족장들이요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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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의자손이며 17에서의아들르우엘의자손에는나

핫족장,세라족장,삼마족장,미사족장이니이들은

에돔땅에있는르우엘로말미암아나온족장들이요

이들은에서의아내바스맛의자손이며 18에서의아내

오홀리바마의아들들은여우스족장, 얄람족장, 고라

족장이니이들은아나의딸이요에서의아내인오홀리

바마로말미암아나온족장들이라 19에서곧에돔의

자손으로서족장된자들이이러하였더라 20그땅의

원거인호리족속세일의자손은로단과, 소발과, 시브

온과, 아나와, 21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이들은에

돔땅에있는세일의자손중호리족속으로말미암아

나온족장들이요 22로단의자녀는호리와,헤맘과, 로

단의누이딤나요 23소발의자녀는알완과,마나핫과,

에발과,스보와,오남이요 24시브온의자녀는아야와,

아나며이아나는그아비시브온의나귀를칠때에광

야에서온천을발견하였고 25아나의자녀는디손과,

오홀리바마니오홀리바마는아나의딸이며 26디손의

자녀는헴단과,에스반과,이드란과,그란이요 27에셀

의자녀는빌한과,사아완과, 아간이요 28디산의자녀

는우스와, 아란이니 29호리족속의족장들은곧로단

족장, 소발족장, 시브온족장, 아나족장 30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이들은그구역을따라세일

땅에있는호리족속으로말미암아나온족장들이었더

라 31이스라엘자손을다스리는왕이있기전에에돔

땅을다스리는왕이이러하니라 32브올의아들벨라가

에돔의왕이되었으니그도성의이름은딘하바며 33

벨라가죽고보스라사람세라의아들요밥이그를대

신하여왕이되고 34요밥이죽고데만족속의땅의후

삼이그를대신하여왕이되고 35후삼이죽고브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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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곧모압들에서미디안족속을친하닷이그를대

신하여왕이되니그도성이름은아윗이며 36하닷이

죽고마스레가의삼라가그를대신하여왕이되고 37

삼라가죽고유브라데하숫가르호봇의사울이그를

대신하여왕이되고 38사울이죽고악볼의아들바알

하난이그를대신하여왕이되고 39악볼의아들바알

하난이죽고하달이그를대신하여왕이되니그도성

이름은바우며그처의이름은므헤다벨이니마드렛의

딸이요메사합의손녀더라 40에서에게서나온족장들

의이름은그종족과거처와이름대로이러하니딤나

족장, 알와족장, 여뎃족장 41오홀리바마족장, 엘라

족장, 비논족장 42그나스족장, 데만족장, 밉살족장

43막디엘족장,이람족장이라이들은그구역과거처

를따른에돔족장들이며에돔족속의조상은에서더

라

37야곱이가나안땅곧그아비의우거하던땅에거

하였으니 2야곱의약전이이러하니라요셉이십칠세

의소년으로서그형제와함께양을칠때에그아비의

첩빌하와실바의아들들로더불어함께하였더니그

가그들의과실을아비에게고하더라 3요셉은노년에

얻은아들이므로이스라엘이여러아들보다그를깊이

사랑하여위하여채색옷을지었더니 4그형들이아비

가형제들보다그를사랑함을보고그를미워하여그

에게언사가불평하였더라 5요셉이꿈을꾸고자기형

들에게고하매그들이그를더욱미워하였더라 6요셉

이그들에게이르되 `청컨대나의꾼꿈을들으시오 7

우리가밭에서곡식을묶더니내단은일어서고당신

들의단은내단을둘러서서절하더이다' 8그형들이

그에게이르되 `네가참으로우리의왕이되겠느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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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우리를다스리게되겠느냐?' 하고그꿈과그말을

인하여그를더욱미워하더니 9요셉이다시꿈을꾸고

그형들에게고하여가로되 `내가또꿈을꾼즉해와달

과열한별이내게절하더이다' 하니라 10그가그꿈으

로부형에게고하매아비가그를꾸짖고그에게이르

되 `너의꾼꿈이무엇이냐나와네모와네형제들이

참으로가서땅에엎드려네게절하겠느냐?' 11그형들

은시기하되그아비는그말을마음에두었더라 12그

형들이세겜에가서아비의양떼를칠때에 13이스라

엘이요셉에게이르되 `네형들이세겜에서양을치지

아니하느냐?너를그들에게로보내리라' 요셉이아비

에게대답하되 `내가그리하겠나이다' 14이스라엘이

그에게이르되 `가서네형들과양떼가다잘있는여부

를보고돌아와내게고하라' 하고그를헤브론골짜기

에서보내매이에세겜으로가니라 15어떤사람이그

를만난즉그가들에서방황하는지라그사람이그에

게물어가로되 `네가무엇을찾느냐?' 16그가가로되

`내가나의형들을찾으오니청컨대그들의양치는곳

을내게가르치소서' 17그사람이가로되 `그들이여기

서떠났느니라내가그들의말을들으니도단으로가

자하더라' 요셉이그형들의뒤를따라가서도단에서

그들을만나니라 18요셉이그들에게가까이오기전에

그들이요셉을멀리서보고죽이기를꾀하여 19서로

이르되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자, 그를죽여한구

덩이에던지고우리가말하기를악한짐승이그를잡

아먹었다하자그꿈이어떻게되는것을우리가볼것

이니라' 하는지라 21르우벤이듣고요셉을그들의손

에서구원하려하여가로되 `우리가그생명은상하지

말자' 22르우벤이또그들에게이르되 `피를흘리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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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를광야그구덩이에던지고손을그에게대지말

라' 하니이는그가요셉을그들의손에서구원하여그

아비에게로돌리려함이었더라 23요셉이형들에게이

르매그형들이요셉의옷곧그입은채색옷을벗기고

24그를잡아구덩이에던지니그구덩이는빈것이라

그속에물이없었더라 25그들이앉아음식을먹다가

눈을들어본즉한떼이스마엘족속이길르앗에서오

는데그약대들에향품과, 유향과, 몰약을싣고애굽으

로내려가는지라 26유다가자기형제에게이르되 `우

리가우리동생을죽이고그의피를은익한들무엇이

유익할까? 27자, 그를이스마엘사람에게팔고우리손

을그에게대지말자그는우리의동생이요우리의골

육이니라'하매형제들이청종하였더라 28때에미디안

사람상고들이지나는지라그들이요셉을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은이십개에그를이스마엘사람들에게

팔매그상고들이요셉을데리고애굽으로갔더라 29

르우벤이돌아와서구덩이에이르러본즉거기요셉이

없는지라옷을찢고 30아우들에게로와서가로되 `아

이가없도다나는나는어디로갈까?' 31그들이요셉의

옷을취하고수염소를죽여그옷을피에적시고 32그

채색옷을보내어그아비에게로가져다가이르기를

`우리가이것을얻었으니아버지의아들의옷인가아

닌가보소서' 하매 33아비가그것을알아보고가로되

`내아들의옷이라악한짐승이그를먹었도다요셉이

정녕찢겼도다' 하고 34자기옷을찢고굵은베로허리

를묶고오래도록그아들을위하여애통하니 35그모

든자녀가위로하되그가그위로를받지아니하여가

로되 `내가슬퍼하며음부에내려아들에게로가리라'

하고그아비가그를위하여울었더라 (Sheol h7585) 36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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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안사람이애굽에서바로의신하시위대장보디발에

게요셉을팔았더라

38그후에유다가자기형제에게서내려가서아둘람

사람히라에게로나아가니라 2유다가거기서가나안

사람수아라하는자의딸을보고그를취하여동침하

니 3그가잉태하여아들을낳으매유다가그이름을

엘이라하니라 4그가다시잉태하여아들을낳고그

이름을오난이라하고 5그가또다시아들을낳고그

이름을셀라라하니라그가셀라를낳을때에유다는

거십에있었더라 6유다가장자엘을위하여아내를취

하니그이름은다말이더라 7유다의장자엘이여호와

목전에악하므로여호와께서그를죽이신지라 8유다

가오난에게이르되 `네형수에게로들어가서남편의

아우의본분을행하여네형을취하여씨가있게하라'

9오난이그씨가자기것이되지않을줄알므로형수

에게들어갔을때에형에게아들을얻게아니하려고

땅에설정하매 10그일이여호와목전에악하므로여

호와께서그도죽이시니 11유다가그며느리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네아비집에있어서내아들셀라가

장성하기를기다리라' 하니셀라도그형들같이죽을

까염려함이라다말이가서그아비집에있으니라 12

얼마후에유다의아내수아의딸이죽은지라유다가

위로를받은후에그친구아둘람사람히라와함께딤

나로올라가서자기양털깍는자에게이르렀더니 13

혹이다말에게고하되 `네시부가자기양털을깎으려

고딤나에올라왔다'한지라 14그가그과부의의복을

벗고면박으로얼굴을가리고몸을휩싸고딤나길곁

에나임문에앉으니이는셀라가장성함을보았어도

자기를그의아내로주지않음을인함이라 15그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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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가리웠으므로유다가그를보고창녀로여겨 16

길곁으로그에게나아가가로되 `청컨대나로네게들

어가게하라' 하니그자부인줄알지못하였음이라그

가가로되 `당신이무엇을주고내게들어오려느냐?'

17유다가가로되내가내떼에서염소새끼를주리라

그가가로되당신이그것을줄때까지약조물을주겠

느냐? 18유다가가로되 `무슨약조물을네게주랴?' 그

가가로되 `당신의도장과그끈과당신의손에있는지

팡이로하라'유다가그것들을그에게주고그에게로

들어갔더니그가유다로말미암아잉태하였더라 19그

가일어나떠나가서그면박을벗고과부의의복을도

로입으니라 20유다가그친구아둘람사람의손에부

탁하여염소새끼를보내고그여인의손에서약조물

을찾으려하였으나그가그여인을찾지못한지라 21

그가그곳사람에게물어가로되 `길곁에나임에있던

창녀가어디있느냐?` 그들이가로되 `여기는창녀가

없느니라' 22그가유다에게로돌아와가로되 `내가그

를찾지못하고그곳사람도이르기를여기는창녀가

없다하더라` 23유다가가로되 `그로그것을가지게

두라우리가부끄러움을당할까하노라내가이염소

새끼를보내었으나그대가그를찾지못하였느니라'

24석달쯤후에혹이유다에게고하여가로되 `네며느

리다말이행음하였고그행음함을인하여잉태하였느

니라' 유다가가로되 `그를끌어내어불사르라' 25여

인이끌려나갈때에보내어시부에게이르되 `이물건

임자로말미암아잉태하였나이다청컨대보소서,이

도장과그끈과지팡이가뉘것이니이까?' 한지라 26유

다가그것들을알아보고가로되 `그는나보다옳도다

내가그를내아들셀라에게주지아니하였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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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다시는그를가까이하지아니하였더라 27임산하

여보니쌍태라 28해산할때에손이나오는지라산파

가가로되 `이는먼저나온자라' 하고홍사를가져그

손에매었더니 29그손을도로들이며그형제가나오

는지라산파가가로되 `네가어찌하여터치고나오느

냐?' 한고로그이름을베레스라불렀고 30그형제곧

손에홍사있는자가뒤에나오니그이름을세라라불

렀더라

39요셉이이끌려애굽에내려가매바로의신하시위

대장애굽사람보디발이그를그리로데려간이스마엘

사람의손에서그를사니라 2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

하시므로그가형통한자가되어그주인애굽사람의

집에있으니 3그주인이여호와께서그와함께하심을

보며또여호와께서그의범사에형통케하심을보았

더라 4요셉이그주인에게은혜를입어섬기매그가

요셉으로가정총무를삼고자기소유를다그손에위

임하니 5그가요셉에게자기집과그모든소유물을

주관하게한때부터여호와께서요셉을위하여그애

굽사람의집에복을내리시므로여호와의복이그의

집과밭에있는모든소유에미친지라 6주인이그소

유를다요셉의손에위임하고자기식료외에는간섭

하지아니하였더라요셉은용모가준수하고아담하였

더라 7그후에그주인의처가요셉에게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청하니 8요셉이거절하며자기주인의처

에게이르되 `나의주인이가중제반소유를간섭지아

니하고다내손에위임하였으니 9이집에는나보다

큰이가없으며주인이아무것도내게금하지아니하

였어도금한것은당신뿐이니당신은자기아내임이라

그런즉내가어찌이큰악을행하여하나님께득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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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까?' 10여인이날마다요셉에게청하였으나요셉

이듣지아니하여동침하지아니할뿐더러함께있지

도아니하니라 11그러할때에요셉이시무하러그집

에들어갔더니그집사람은하나도거기없었더라 12

그여인이그옷을잡고가로되 `나와동침하자'요셉이

자기옷을그손에버리고도망하여나가매 13그가요

셉이그옷을자기손에버려두고도망하여나감을보

고 14집사람들을불러서그들에게이르되 `보라, 주인

이히브리사람을우리에게데려다가우리를희롱하게

하도다그가나를겁간코자내게로들어오기로내가

크게소리질렀더니 15그가나의소리질러부름을듣

고그옷을내게버려두고도망하여나갔느니라' 하고

16그옷을곁에두고자기주인이집으로돌아오기를

기다려 17이말로그에게고하여가로되 `당신이우리

에게데려온히브리종이나를희롱코자내게로들어

왔기로 18내가소리질러불렀더니그가그옷을내게

버려두고도망하여나갔나이다' 19주인이그아내가

자기에게고하기를 `당신의종이내게이같이행하였

다' 하는말을듣고심히노한지라 20이에요셉의주인

이그를잡아옥에넣으니그옥은왕의죄수를가두는

곳이었더라요셉이옥에갇혔으나 21여호와께서요셉

과함께하시고그에게인자를더하사전옥에게은혜

를받게하시매 22전옥이옥중죄수를다요셉의손에

맡기므로그제반사무를요셉이처리하고 23전옥은

그의손에맡긴것을무엇이든지돌아보지아니하였으

니이는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하심이라여호와께서

그의범사에형통케하셨더라

40그후에애굽왕의술맡은자와떡굽는자가그주

애굽왕에게범죄한지라 2바로가그두관원장곧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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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관원장과떡굽는관원장에게노하여 3그들을시

위대장의집안에있는옥에가두니곧요셉의갇힌곳

이라 4시위대장이요셉으로그들에게수종하게하매

요셉이그들을섬겼더라그들이갇힌지수일이라 5옥

에갇힌애굽왕의술맡은자와떡굽는자두사람이

하룻밤에꿈을꾸니각기몽조가다르더라 6아침에요

셉이들어가보니그들에게근심빛이있는지라 7요셉

이그주인의집에자기와함께갇힌바로의관원장에

게묻되당신들이오늘어찌하여근심빛이있나이까?

8그들이그에게이르되 `우리가꿈을꾸었으나이를

해석할자가없도다'요셉이그들에게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있지아니하나이까?청컨대내게고하소서'

9술맡은관원장이그꿈을요셉에게말하여가로되

`내가꿈에보니내앞에포도나무가있는데 10그나무

에세가지가있고싹이나서꽃이피고포도송이가익

었고 11내손에바로의잔이있기로내가포도를따서

그즙을바로의잔에짜서그잔을바로의손에드렸노

라' 12요셉이그에게이르되 `그해석이이러하니세

가지는사흘이라 13지금부터사흘안에바로가당신의

머리를들고당신의전직을회복하리니당신이이왕에

술맡은자가되었을때에하던것같이바로의잔을그

손에받들게되리이다 14당신이득의하거든나를생각

하고내게은혜를베풀어서내사정을바로에게고하

여이집에서나를건져내소서 15나는히브리땅에서

끌려온자요여기서도옥에갇힐일은행치아니하였

나이다' 16떡굽는관원장이그해석이길함을보고요

셉에게이르되 `나도꿈에보니흰떡세광주리가내

머리에있고 17그윗광주리에바로를위하여만든각

종구운식물이있는데새들이내머리의광주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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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먹더라' 18요셉이대답하여가로되 `그해석은

이러하니세광주리는사흘이라 19지금부터사흘안에

바로가당신의머리를끊고당신을나무에달리니새

들이당신의고기를뜯어먹으리이다'하더니 20제삼

일은바로의탄일이라바로가모든신하를위하여잔

치할때에술맡은관원장과떡굽는관원장으로머리

를그신하중에들게하니라 21바로의술맡은관원장

은전직을회복하매그가잔을바로의손에받들어드

렸고 22떡굽는관원장은매여달리니요셉이그들에

게해석함과같이되었으나 23술맡은관원장이요셉

을기억지않고잊었더라

41만이년후에바로가꿈을꾼즉자기가하숫가에

섰는데 2보니아름답고살진일곱암소가하수에서올

라와갈밭에서뜯어먹고 3그뒤에또흉악하고파리한

다른일곱암소가하수에서올라와그소와함께하숫

가에섰더니 4그흉악하고파리한소가그아름답고

살진일곱소를먹은지라바로가곧깨었다가 5다시

잠이들어꿈을꾸니한줄기에무성하고충실한일곱

이삭이나오고 6그후에또세약하고동풍에마른일

곱이삭이나오더니 7그세약한일곱이삭이무성하고

충실한일곱이삭을삼킨지라바로가깬즉꿈이라 8아

침에그마음이번민하여보내어애굽의술객과박사

를모두불러그들에게그꿈을고하였으나그것을바

로에게해석하는자가없었더라 9술맡은관원장이바

로에게고하여가로되 `내가오늘날나의허물을추억

하나이다 10바로께서종들에게노하사나와떡굽는

관원장을시위대장의집에가두셨을때에 11나와그가

하룻밤에꿈을꾼즉각기징조가있는꿈이라 12그곳

에시위대장의종된히브리소년이우리와함께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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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리가그에게고하매그가우리의꿈을풀되그꿈

대로각인에게해석하더니 13그해석한대로되어나

는복직하고그는매여달렸나이다' 14이에바로가보

내어요셉을부르매그들이급히그를옥에서낸지라

요셉이곧수염을깎고그옷을갈아입고바로에게들

어오니 15바로가요셉에게이르되 `내가한꿈을꾸었

으나그것을해석하는자가없더니들은즉너는꿈을

들으면능히푼다더라` 16요셉이바로에게대답하여

가로되 `이는내게있는것이아니라하나님이바로에

게평안한대답을하시리이다' 17바로가요셉에게이

르되 `내가꿈에하숫가에서서 18보니살지고아름다

운일곱암소가하숫가에올라와갈밭에서뜯어먹고

19그뒤에또약하고심히흉악하고파리한일곱암소

가올라오니그같이흉악한것들은애굽땅에서내가

아직보지못한것이라 20그파리하고흉악한소가처

음의일곱살진소를먹었으며 21먹었으나먹은듯하지

아니하여여전히흉악하더라내가곧깨었다가 22다시

꿈에보니한줄기에무성하고충실한일곱이삭이나

오고 23그후에또세약하고동풍에마른일곱이삭이

나더니 24그세약한이삭이좋은일곱이삭을삼키더

라내가그꿈을술객에게말하였으나그것을내게보

이는자가없느니라' 25요셉이바로에게고하되 `바로

의꿈은하나이라하나님이그하실일을바로에게보

이심이니이다 26일곱좋은암소는일곱해요, 일곱좋

은이삭도일곱해니, 그꿈은하나이라 27그후에올라

온파리하고흉악한일곱소는칠년이요, 동풍에말라

속이빈일곱이삭도일곱해흉년이니 28내가바로에

게고하기를하나님이그하실일로바로에게보이신

다함이이것이라 29온애굽땅에일곱해큰풍년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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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고 30후에일곱해흉년이들므로애굽땅에있던풍

년을다잊어버리게되고이땅이기근으로멸망되리

니 31후에든그흉년이너무심하므로이전풍년을이

땅에서기억하지못하게되리이다 32바로께서꿈을두

번겹쳐꾸신것은하나님이이일을정하셨음이라속

히행하시리니 33이제바로께서는명철하고지혜있는

사람을택하여애굽땅을치리하게하시고 34바로께서

는또이같이행하사국중에여러관리를두어그일곱

해풍년에애굽땅의오분의일을거두되 35그관리로

장차올풍년의모든곡물을거두고그곡물을바로의

손에돌려양식을위하여각성에적치하게하소서 36

이와같이그곡물을이땅에저장하여애굽땅에임할

일곱해흉년을예비하시면땅이이흉년을인하여멸

망치아니하리이다' 37바로와그모든신하가이일을

좋게여긴지라 38바로가그신하들에게이르되 `이와

같이하나님의신이감동한사람을우리가어찌얻을

수있으리요' 하고 39요셉에게이르되 `하나님이이모

든것을네게보이셨으니너와같이명철하고지혜있

는자가없도다 40너는내집을치리하라내백성이다

네명을복종하리니나는너보다높음이보좌뿐이니

라' 41바로가또요셉에게이르되 `내가너로애굽온

땅을총리하게하노라'하고 42자기의인장반지를빼

어요셉의손에끼우고그에게세마포옷을입히고금

사슬을목에걸고 43자기에게있는버금수레에그를

태우매무리가그앞에서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하

더라바로가그로애굽전국을총리하게하였더라 44

바로가요셉에게이르되 `나는바로라애굽온땅에서

네허락없이는수족을놀릴자가없으리라'하고 45그

가요셉의이름을사브낫바네아라하고또온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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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베라의딸아스낫을그에게주어아내를삼게하

니라요셉이나가애굽온땅을순찰하니라 46요셉이

애굽왕바로앞에설때에삼십세라그가바로앞을떠

나애굽온땅을순찰하니 47일곱해풍년에토지소출

이심히많은지라 48요셉이애굽땅에있는그칠년곡

물을거두어각성에저축하되각성주위의밭의곡물

을그성중에저장하매 49저장한곡식이바다모래같

이심히많아세기를그쳤으니그수가한이없음이었

더라 50흉년이들기전에요셉에게두아들을낳되곧

온제사장보디베라의딸아스낫이그에게낳은지라

51요셉이그장자의이름을므낫세라하였으니 `하나

님이나로나의모든고난과나의아비의온집일을잊

어버리게하셨다'함이요 52차자의이름을에브라임이

라하였으니 `하나님이나로나의수고한땅에서창성

하게하셨다' 함이었더라 53애굽땅에일곱해풍년이

그치고 54요셉의말과같이일곱해흉년이들기시작

하매각국에는기근이있으나애굽온땅에는식물이

있더니 55애굽온땅이주리매백성이바로에게부르

짖어양식을구하는지라바로가애굽모든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가서그가너희에게이르는대로하

라' 하니라 56온지면에기근이있으매요셉이모든창

고를열고애굽백성에게팔새애굽땅에기근이심하

며 57각국백성도양식을사려고애굽으로들어와요

셉에게이르렀으니기근이온세상에심함이었더라

42때에야곱이애굽에곡식이있음을보고아들들에

게이르되 `너희는어찌하여서로관망만하느냐?' 2야

곱이또이르되 `내가들은즉저애굽에곡식이있다하

니너희는그리로가서거기서우리를위하여사오라

그리하면우리가살고죽지아니하리라!' 하매 3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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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형십인이애굽에서곡식을사려고내려갔으나 4

야곱이요셉의아우베냐민을그형들과함께보내지

아니하였으니이는그의말이 `재난이그에게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5이스라엘의아들들이양식사러

간자중에있으니가나안땅에기근이있음이라 6때

에요셉이나라의총리로서그땅모든백성에게팔더

니요셉의형들이와서그앞에서땅에엎드려절하매

7요셉이보고형들인줄아나모르는체하고엄한소

리로그들에말하여가로되 `너희가어디서왔느냐?'

그들이가로되 `곡물을사려고가나안에서왔나이다'

8요셉은그형들을아나그들은요셉을알지못하더라

9요셉이그들에게대하여꾼꿈을생각하고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정탐들이라이나라의틈을엿보려고

왔느니라' 10그들이그에게이르되 `내주여, 아니니이

다종들은곡물을사러왔나이다 11우리는다한사람

의아들로서독실한자니종들은정탐이아니니이다'

12요셉이그들에게이르되 `아니라너희가이나라의

틈을엿보러왔느니라' 13그들이가로되 `주의종우리

들은십이형제로서가나안땅한사람의아들들이라

말째아들은오늘아버지와함께있고또하나는없어

졌나이다' 14요셉이그들에게이르되 `내가너희에게

이르기를너희는정탐들이라한말이이것이니라 15너

희는이같이하여너희진실함을증명할것이라바로

의생명으로맹세하노니너희말째아우가여기오지

아니하면너희가여기서나가지못하리라 16너희중

하나를보내어너희아우를데려오게하고너희는갇

히어있으라내가너희의말을시험하여너희중에진

실이있는지보리라바로의생명으로맹세하노니그리

하지아니하면너희는과연정탐이니라' 하고 17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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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함께삼일을가두었더라 18삼일만에요셉이그

들에게이르되 `나는하나님을경외하노니너희는이

같이하여생명을보전하라 19너희가독실한자이면

너희형제중한사람만그옥에갇히게하고너희는곡

식을가지고가서너희집들의주림을구하고 20너희

말째아우를내게로데리고오라그리하면너희말이

진실함이되고너희가죽지아니하리라'그들이그대

로하니라 21그들이서로말하되 `우리가아우의일로

인하여범죄하였도다그가우리에게애걸할때에그마

음의괴로움을보고도듣지아니하였으므로이괴로움

이우리에게임하도다' 22르우벤이그들에게대답하여

가로되 `내가너희더러그아이에게득죄하지말라고

하지아니하였느냐?그래도너희가듣지아니하였느니

라그러므로그의피값을내게되었도다' 하니 23피차

간에통변을세웠으므로그들은요셉이그말을알아

들은줄을알지못하였더라 24요셉이그들을떠나가

서울고다시돌아와서그들과말하다가그들중에서

시므온을취하여그들의목전에서결박하고 25명하여

곡물을그그릇에채우게하고각인의돈은그자루에

도로넣게하고또길양식을그들에게주게하니그대

로행하였더라 26그들이곡식을나귀에싣고그곳을

떠났더니 27한사람이객점에서나귀에게먹이를주려

고자루를풀고본즉그돈이자루아구에있는지라 28

그가그형제에게고하되 `내돈을도로넣었도다보라,

자루속에있도다' 이에그들이혼이나서떨며서로돌

아보며말하되 `하나님이어찌하여우리에게이일을

행하셨는고'하고 29그들이가나안땅에돌아와그아

비야곱에게이르러그만난일을자세히고하여가로

되 30 `그 땅의주, 그사람이엄히우리에게말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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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그나라정탐자로여기기로 31우리가그에게

이르되우리는독실한자요정탐이아니니이다 32우리

는한아비의아들십이형제로서하나는없어지고말

째는오늘우리아버지와함께가나안땅에있나이다

하였더니 33그땅의주그사람이우리에게이르되내

가이같이하여너희가독실한자임을알리니너희형

제중하나를내게두고양식을가지고가서너희집들

의주림을구하고 34너희말째아우를내게로데려오

라그리하면너희가정탐이아니요독실한자임을내

가알고너희형제를너희에게돌리리니너희가이나

라에서무역하리라하더이다' 하고 35각기자루를쏟

고본즉각인의돈뭉치가그자루속에있는지라그들

과그아비가돈뭉치를보고다두려워하더니 36그아

비야곱이그들에게이르되 `너희가나로나의자식들

을잃게하도다요셉도없어졌고시므온도없어졌거늘

베냐민을또빼앗아가고자하니이는다나를해롭게

함이로다' 37르우벤이아비에게고하여가로되 `내가

그를아버지께로데리고오지아니하거든나의두아

들을죽이소서그를내손에맡기소서내가그를아버

지께로데리고돌아오리이다' 38야곱이가로되 `내아

들은너희와함께내려가지못하리니그의형은죽고

그만남았음이라만일너희행하는길에서재난이그

몸에미치면너희가나의흰머리로슬피음부로내려

가게함이되리라' (Sheol h7585)

43그땅에기근이심하고 2그들이애굽에서가져온

곡식을다먹으매그아비가그들에게이르되 `다시가

서우리를위하여양식을조금사라' 3유다가아비에

게말하여가로되 `그사람이엄히우리에게경계하여

가로되너희아우가너희와함께하지아니하면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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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얼굴을보지못하리라하였으니 4아버지께서우

리아우를우리와함께보내시면우리가내려가서아

버지를위하여양식을사려니와 5아버지께서만일그

를보내지않으시면우리는내려가지아니하리니그

사람이우리에게말하기를너희아우가너희와함께하

지아니하면너희가내얼굴을보지못하리라하였음

이니이다' 6이스라엘이가로되 `너희가어찌하여너

희에게오히려아우가있다고그사람에게고하여나

를해롭게하였느냐?' 7그들이가로되 `그사람이우리

와우리의친족에대하여자세히힐문하여이르기를

너희아버지가그저살았느냐?너희에게아우가있느

냐?하기로그말을조조이그에게대답한것이라그가

너희아우를데리고내려오라할줄을우리가어찌알

았으리이까?' 8유다가아비이스라엘에게이르되 `저

아이를나와함께보내시면우리가곧가리니그러면

우리와아버지와우리어린것들이다살고죽지아니

하리이다 9내가그의몸을담보하오리니아버지께서

내손에그를물으소서내가만일그를아버지께데려

다가아버지앞에두지아니하면내가영원히죄를지

리이다 10우리가지체하지아니하였더면벌써두번갔

다왔으리이다` 11그들의아비이스라엘이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이렇게하라너희는이땅의아름

다운소산을그릇에담아가지고내려가서그사람에게

예물을삼을지니곧유향조금과,꿀조금과,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12너희손에돈을배나

가지고너희자루아구에도로넣여온그돈을다시가

지고가라혹차착이있었을까두렵도다 13네아우도

데리고떠나다시그사람에게로가라 14전능하신하

나님께서그사람앞에서너희에게은혜를베푸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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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너희다른형제와베냐민을돌려보내게하시

기를원하노라내가자식을잃게되면잃으리로다!' 15

그사람들이그예물을취하고갑절돈을자기들의손

에가지고베냐민을데리고애굽에내려가서요셉의

앞에서니라 16요셉이베냐민이그들과함께있음을

보고청지기에게이르되 `이사람들을집으로인도해

들이고짐승을잡고준비하라이사람들이오정에나

와함께먹을것이니라' 17그사람이요셉의명대로하

여그사람들을요셉의집으로인도하니 18그사람들

이요셉의집으로인도되매두려워하여이르되 `전일

우리자루에넣여있던돈의일로우리가끌려드도다

이는우리를잡아노예를삼고우리의나귀를빼앗으

려함이로다' 하고 19그들이요셉의청지기에게가까

이나아가그집문앞에서그에게고하여 20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전일에내려와서양식을사가지고 21객

점에이르러자루를풀어본즉각인의돈이본수대로

자루아구에있기로우리가도로가져왔고 22양식살

다른돈도우리가가지고내려왔나이다우리의돈을

우리자루에넣은자는누구인지우리가알지못하나

이다' 23그가이르되 `너희는안심하라두려워말라!

너희하나님너희아버지의하나님이재물을너희자

루에넣어너희에게주신것이니라너희돈은내가이

미받았느니라'하고시므온을그들에게로이끌어내

고 24그들을요셉의집으로인도하고물을주어발을

씻게하며그나귀에게먹이를주더라 25그들이여기

서먹겠다함을들으므로예물을정돈하고요셉이오

정에오기를기다리더니 26요셉이집으로오매그들이

그집으로들어가서그예물을그에게드리고땅에엎

드리어절하니 27요셉이그들의안부를물으며가로되



창세기 99

`너희아버지너희가말하던그노인이안녕하시냐? 지

금까지생존하셨느냐?' 28그들이대답하되 `주의종

우리아비가평안하고지금까지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숙여절하더라 29요셉이눈을들어자기어머니

의아들자기동생베냐민을보고가로되너희가내게

말하던너희작은동생이이냐?그가또가로되소자여

하나님이네게은혜베푸시기를원하노라 30요셉이아

우를인하여마음이타는듯하므로급히울곳을찾아

안방으로들어가서울고 31얼굴을씻고나와서그정

을억제하고 `음식을차리라' 하매 32그들이요셉에게

따로하고그형제들에게따로하고배식하는애굽사

람에게도따로하니애굽사람은히브리사람과같이

먹으면부정을입음이었더라 33그들이요셉의앞에앉

되그장유의차서대로앉히운바되니그들이서로이

상히여겼더라 34요셉이자기식물로그들에게주되

베냐민에게는다른사람보다오배나주매그들이마시

며요셉과함께즐거워하였더라

44요셉이그청지기에명하여가로되 `양식을각인의

자루에실을수있을만큼채우고각인의돈을그자루

에넣고 2또잔내곧은잔을그소년의자루아구에넣

고그양식값돈도함께넣으라' 하매그가요셉의명령

대로하고 3개동시에사람들과그나귀를보내니라 4

그들이성에서나가멀리가기전에요셉이청지기에

게이르되 `일어나그사람들의뒤를따라미칠때에그

들에게이르기를너희가어찌하여악으로선을갚느냐

? 5이것은내주인이가지고마시며늘점치는데쓰는

것이아니냐?너희가이같이하니악하도다하라' 6청

지기가그들에게따라미쳐그대로말하니 7그들이그

에게대답하되 `우리주여, 어찌이렇게말씀하시나이



창세기 100

까?이런일은종들이결단코아니하나이다 8우리자

루에있던돈도우리가가나안땅에서부터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우리가어찌당신주인의집에서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9종들중뉘게서발견되든지그는

죽을것이요우리는우리주의종이되리이다' 10그가

가로되 `그러면너희말과같이하리라그것이뉘게서

든지발견되면그는우리종이될것이요너희에게는

책망이없으리라' 11그들이각각급히자루를땅에내

려놓고각기푸니 12그가나이많은자에게서부터시

작하여나이적은자에게까지수탐하매잔이베냐민의

자루에서발견된지라 13그들이옷을찢고각기짐을

나귀에싣고성으로돌아오니라 14유다와그형제들이

요셉의집에이르니요셉이오히려그곳에있는지라

그앞땅에엎드리니 15요셉이그들에게이르되 `너희

가어찌하여이런일을행하였느냐?나같은사람이점

잘칠줄을너희가알지못하느냐?' 16유다가가로되

`우리가내주께무슨말을하오리이까?무슨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우리의정직을나타내리이까? 하

나님이종들의죄악을적발하셨으니우리와이잔이

발견된자가다내주의종이되겠나이다' 17요셉이가

로되 `내가결코그리하지아니하리라잔이그손에서

발견된자만나의종이되고너희는평안히너희아버

지께로도로올라갈것이니라' 18유다가그에게가까

이가서가로되 `내주여, 청컨대종으로내주의귀에

한말씀을고하게하소서주의종에게노하지마옵소

서주는바로와같으심이니이다 19이전에내주께서

종들에게물으시되너희는아비가있느냐?아우가있

느냐? 하시기에 20우리가내주께고하되우리에게아

비가있으니노인이요또그노년에얻은아들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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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그의형은죽고그어미의끼친것은그뿐이므

로그아비가그를사랑하나이다하였더니 21주께서

또종들에게이르시되그를내게로데리고내려와서

나로그를목도하게하라하시기로 22우리가내주께

말씀하기를그아이는아비를떠나지못할지니떠나면

아비가죽겠나이다 23주께서또주의종들에게말씀하

시되너희말째아우가너희와함께내려오지아니하

면너희가다시내얼굴을보지못하리라하시기로 24

우리가주의종우리아비에게로도로올라가서내주

의말씀을그에게고하였나이다 25그후에우리아비

가다시가서곡물을조금사오라하시기로 26우리가

이르되우리가내려갈수없나이다우리말째아우가

함께하면내려가려니와말째아우가우리와함께함이

아니면그사람의얼굴을볼수없음이니이다 27주의

종우리아비가우리에게이르되너희도알거니와내

아내가내게두아들을낳았으나 28하나는내게서나

간고로내가말하기를정녕찢겨죽었다하고내가지

금까지그를보지못하거늘 29너희가이도내게서취

하여가려한즉만일재해가그몸에미치면나의흰머

리로슬피음부로내려가게하리라하니 (Sheol h7585) 30

아비의생명과아이의생명이서로결탁되었거늘이제

내가주의종우리아비에게돌아갈때에아이가우리

와함께하지아니하면 31아비가아이의없음을보고

죽으리니이같이되면종들이주의종우리아비의흰

머리로슬피음부로내려가게함이니이다 (Sheol h7585)

32주의종이내아비에게아이를담보하기를내가이

를아버지께로데리고돌아오지아니하면영영히아버

지께죄를지리이다하였사오니 33청컨대주의종으로

아이를대신하여있어서주의종이되게하시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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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형제와함께도로올려보내소서 34내가어찌아이

와함께하지아니하고내아비에게로올라갈수있으

리이까?두렵건대재해가내아비에게미침을보리이

다'

45요셉이시종하는자들앞에서그정을억제하지못

하여소리질러모든사람을자기에게서물러가라하고

그형제에게자기를알리니때에그와함께한자가없

었더라 2요셉이방성대곡하니애굽사람에게들리며

바로의궁중에들리더라 3요셉이그형들에게이르되

`나는요셉이라내아버지께서아직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그앞에서놀라서능히대답하지못하는지라 4

요셉이형들에게이르되 `내게로가까이오소서` 그들

이가까이가니가로되 `나는당신들의아우요셉이니

당신들이애굽에판자라 5당신들이나를이곳에팔았

으므로근심하지마소서한탄하지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구원하시려고나를당신들앞서보내셨나이다

6이땅에이년동안흉년이들었으나아직오년은기경

도못하고추수도못할지라 7하나님이큰구원으로당

신들의생명을보존하고당신들의후손을세상에두시

려고나를당신들앞서보내셨나니 8그런즉나를이리

로보낸자는당신들이아니요하나님이시라하나님이

나로바로의아비를삼으시며그온집의주를삼으시

며애굽온땅의치리자를삼으셨나이다 9당신들은속

히아버지께로올라가서고하기를아버지의아들요셉

의말에하나님이나를애굽전국의주로세우셨으니

내게로지체말고내려오사 10아버지의아들들과아버

지의손자들과아버지의양과소와모든소유가고센

땅에있어서나와가깝게하소서 11흉년이아직다섯

해가있으니내가거기서아버지를봉양하리이다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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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아버지의가속과아버지의모든소속이결핍할까

하나이다하더라하소서 12당신들의눈과내아우베

냐민의눈이보는바당신들에게이말을하는것은내

입이라 13당신들은나의애굽에서의영화와당신들의

본모든것을다내아버지께고하고속히모시고내려

오소서' 하며 14자기아우베냐민의목을안고우니베

냐민도요셉의목을안고우니라 15요셉이또형들과

입맞추며안고우니형들이그제야요셉과말하니라

16요셉의형들이왔다는소문이바로의궁에들리매

바로와그신복이기뻐하고 17바로는요셉에게이르되

`네형들에게명하기를너희는이렇게하여너희양식

을싣고가서가나안땅에이르거든 18너희아비와너

희가속을이끌고내게로오라내가너희에게애굽땅

아름다운것을주리니너희가나라의기름진것을먹

으리라 19이제명을받았으니이렇게하라너희는애

굽땅에서수레를가져다가너희자녀와아내를태우

고너희아비를데려오라 20또너희의기구를아끼지

말라온애굽땅의좋은것이너희것임이니라하라` 21

이스라엘의아들들이그대로할새요셉이바로의명대

로그들에게로수레를주고길양식을주며 22또그들

에게다각기옷한벌씩주되베냐민에게는은삼백과

옷다섯벌을주고 23그가또이와같이그아비에게보

내되수나귀열필에애굽의아름다운물품을실리고

암나귀열필에는아비에게길에서공궤할곡식과떡과

양식을실리고 24이에형들을돌려보내며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노중에서다투지말라' 하였더라 25

그들이애굽에서올라와가나안땅으로들어가서아비

야곱에게이르러 26고하여가로되 `요셉이지금까지

살아있어애굽땅총리가되었더이다' 야곱이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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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아니하므로기색하더니 27그들이또요셉이자기

들에게부탁한모든말로그아비에게고하매그아비

야곱이요셉의자기를태우려고보낸수레를보고야

기운이소생한지라 28이스라엘이가로되 `족하도다

내아들요셉이지금까지살았으니내가죽기전에가

서그를보리라'

46이스라엘이모든소유를이끌고발행하여브엘세

바에이르러그아비이삭의하나님께희생을드리니 2

밤에하나님이이상중에이스라엘에게나타나시고불

러가라사대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야곱이가로

되 `내가여기있나이다` 하매 3하나님이가라사대나

는하나님이라네아비의하나님이니애굽으로내려가

기를두려워말라내가거기서너로큰민족을이루게

하리라 4내가너와함께애굽으로내려가겠고정녕너

를인도하여다시올라올것이며요셉이그손으로네

눈을감기리라하셨더라 5야곱이브엘세바에서발행

할새이스라엘의아들들이바로의태우려고보낸수레

에자기들의아비야곱과자기들의처자들을태웠고 6

그생축과가나안땅에서얻은재물을이끌었으며야

곱과그자손들이다함께애굽으로갔더라 7이와같

이야곱이그아들들과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곧그

모든자손을데리고애굽으로갔더라 8애굽으로내려

간이스라엘가족의이름이이러하니야곱과그아들

들곧야곱의맏아들르우벤과 9르우벤의아들하녹과

,발루와,헤스론과,갈미요 10시므온의아들곧여무엘

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여인의소

생사울이요 11레위의아들곧게르손과, 그핫과, 므라

리요 12유다의아들곧엘과,오난과,셀라와,베레스와

, 세라니, 엘과오난은가나안땅에서죽었고또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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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들곧헤스론과, 하물이요 13잇사갈의아들곧돌

라와,부와와,욥과, 시므론이요 14스불론의아들곧세

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15이들은레아가밧단아람

에서야곱에게낳은자손들이라그딸디나를합하여

남자와여자가삼십삼명이며 16갓의아들곧시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17아셀의아들곧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

와그들의누이세라며또브리아의아들곧헤벨과, 말

기엘이니 18이들은라반이그딸레아에게준실바가

야곱에게낳은자손들이라합십륙명이요 19야곱의

아내라헬의아들곧요셉과, 베냐민이요 20애굽땅에

서온제사장보디베라의딸아스낫이요셉에게낳은

므낫세와에브라임이요 21베냐민의아들곧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뭅빔과, 훔빔과, 아릇이니 22이들은라헬이야곱에게

낳은자손이라합십사명이요 23단의아들후심이요

24납달리의아들곧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

라 25이들은라반이그딸라헬에게준빌하가야곱에

게낳은자손이니합이칠명이라 26야곱과함께애굽

에이른자는야곱의자부외에육십륙명이니이는다

야곱의몸에서나온자며 27애굽에서요셉에게낳은

아들이두명이니야곱의집사람으로애굽에이른자

의도합이칠십명이었더라 28야곱이유다를요셉에게

미리보내어자기를고센으로인도하게하고다고센

땅에이르니 29요셉이수레를갖추고고센으로올라가

서아비이스라엘을맞으며그에게보이고그목을어

긋맞겨안고얼마동안울매 30이스라엘이요셉에게이

르되 `네가지금까지살아있고내가네얼굴을보았으

니지금죽어도가하도다' 31요셉이그형들과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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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속에게이르되내가올라가서바로에게고하여이르

기를 `가나안땅에있던내형들과내아비의권속이내

게로왔는데 32그들은목자라목축으로업을삼으므로

그양과소와모든소유를이끌고왔나이다하리니 33

바로가당신들을불러서너희의업이무엇이냐?묻거

든 34당신들은고하기를주의종들은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목축하는자이온데우리와우리선조가다

그러하니이다하소서애굽사람은다목축을가증히

여기나니당신들이고센땅에거하게되리이다`

47요셉이바로에게가서고하여가로되 `나의아비와

형들과그들의양과소와모든소유가가나안땅에서

와서고센땅에있나이다' 하고 2형들중오인을택하

여바로에게보이니 3바로가요셉의형들에게묻되

`너희생업이무엇이냐?그들이바로에게대답하되

`종들은목자이온데우리와선조가다그러하니이다'

하고 4그들이또바로에게고하되 `가나안땅에기근

이심하여종들의떼를칠곳이없기로종들이이곳에

우거하러왔사오니청컨대종들로고센땅에거하게

하소서' 5바로가요셉에게일러가로되 `네아비와형

들이네게왔은즉 6애굽땅이네앞에있으니땅의좋

은곳에네아비와형들로거하게하되고센땅에그들

로거하게하고그들중에능한자가있는줄알거든그

들로나의짐승을주관하게하라' 7요셉이자기아비

야곱을인도하여바로앞에서게하니야곱이바로에

게축복하매 8바로가야곱에게묻되 `네연세가얼마

뇨?' 9야곱이바로에게고하되 `내나그네길의세월이

일백삼십년이니이다나의연세가얼마못되니우리

조상의나그네길의세월에미치지못하나험악한세

월을보내었나이다'하고 10야곱이바로에게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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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앞에서나오니라 11요셉이바로의명대로그아비

와형들에게거할곳을주되애굽의좋은땅라암세스

를그들에게주어기업을삼게하고 12또그아비와형

들과아비의온집에그식구를따라식물을주어공궤

하였더라 13기근이더욱심하여사방에식물이없고

애굽땅과가나안땅이기근으로쇠약하니 14요셉이

곡식을팔아애굽땅과가나안땅에있는돈을몰수히

거두고그돈을바로의궁으로가져오니 15애굽땅과

가나안땅에돈이진한지라애굽백성이다요셉에게

와서가로되 `돈이진하였사오니우리에게식물을주

소서어찌주앞에서죽으리이까?' 16요셉이가로되

`너희의짐승을내라돈이진하였은즉내가너희의짐

승과바꾸어주리라' 17그들이그짐승을요셉에게끌

어오는지라요셉이그말과양떼와소떼와나귀를받

고그들에게식물을주되곧그모든짐승과바꾸어서

그해동안에식물로그들을기르니라 18그해가다하

고새해가되매무리가요셉에게와서그에게고하되

우리가주께숨기지아니하나이다우리의돈이다하였

고우리의짐승떼가주께로돌아갔사오니주께낼것

이아무것도남지아니하고우리의몸과전지뿐이라

19우리가어찌우리의전지와함께주의목전에죽으

리이까?우리몸과우리토지를식물로사소서우리가

토지와함께바로의종이되리니우리에게종자를주

시면우리가살고죽지아니하고전지도황폐치아니

하리이다' 20그러므로요셉이애굽전지를다사서바

로에게드리니애굽사람이기근에몰려서각기전지

를팖이라땅이바로의소유가되니라 21요셉이애굽

이끝에서저끝까지의백성을성읍들에옮겼으나 22

제사장의전지는사지아니하였으니제사장은바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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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녹을받음이라바로의주는녹을먹으므로그전

지를팔지않음이었더라 23요셉이백성에게이르되

`오늘날내가바로를위하여너희몸과너희전지를샀

노라여기종자가있으니너희는그땅에뿌리라 24추

수의오분일을바로에게상납하고사분은너희가취

하여전지의종자도삼고너희의양식도삼고너희집

사람과어린아이의양식도삼으라' 25그들이가로되

`주께서우리를살리셨사오니우리가주께은혜를입

고바로의종이되겠나이다' 26요셉이애굽토지법을

세우매그오분일이바로에게상납되나제사장의토

지는바로의소유가되지아니하여오늘까지이르니라

27이스라엘족속이애굽고센땅에거하며거기서산

업을얻고생육하며번성하였더라 28야곱이애굽땅에

십칠년을거하였으니그의수가일백사십칠세라 29

이스라엘의죽을기한이가까우매그가그아들요셉

을불러그에게이르되 `이제내가네게은혜를입었거

든청하노니네손을내환도뼈아래넣어서나를인애

와성심으로대접하여애굽에장사하지않기를맹세하

고 30내가조상들과함께눕거든너는나를애굽에서

메어다가선영에장사하라'요셉이가로되 `내가아버

지의말씀대로행하리이다!' 31야곱이또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이스라엘이침상머리에서경배하

니라

48이일후에혹이요셉에게고하기를 `네부친이병

들었다'하므로그가곧두아들므낫세와에브라임과

함께이르니 2혹이야곱에게고하되 `네아들요셉이

네게왔다' 하매이스라엘이힘을내어침상에앉아 3

요셉에게이르되 `이전에가나안땅루스에서전능한

하나님이내게나타나복을허락하여 4내게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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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너로생육하게하며번성하게하여네게서많은

백성이나게하고내가이땅을네후손에게주어영원

한기업이되게하리라하셨느니라 5내가애굽으로와

서네게이르기전에애굽에서네게낳은두아들에브

라임과므낫세는내것이라르우벤과시므온처럼내

것이될것이요 6이들후의네소생이네것이될것이

며그산업은그형의명의하에서함께하리라 7내게

관하여는내가이전에내가밧단에서올때에라헬이

나를따르는노중가나안땅에서죽었는데그곳은에

브랏까지길이오히려격한곳이라내가거기서그를

에브랏길에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곧베들레헴

이라) 8이스라엘이요셉의아들들을보고가로되 `이

들은누구냐?` 9요셉이그아비에게고하되 `이는하

나님이여기서내게주신아들들이니이다`아비가가

로되 `그들을이끌어내앞으로나아오라내가그들에

게축복하리라' 10이스라엘의눈이나이로인하여어

두워서보지못하더라요셉이두아들을이끌어아비

앞으로나아가니이스라엘이그들에게입맞추고그들

을안고 11요셉에게이르되 `내가네얼굴을보리라고

는뜻하지못하였더니하나님이내게네소생까지보

이셨도다' 12요셉이아비무릎사이에서두아들을물

리고땅에엎드려절하고 13우수로는에브라임을이스

라엘의좌수를향하게하고좌수로는므낫세를이스라

엘의우수를향하게하고이끌어그에게가까이나아

가매 14이스라엘이우수를차자에브라임의머리에얹

고좌수를펴서므낫세의머리에얹으니므낫세는장

자라도팔을어긋맞겨얹었더라 15그가요셉을위하여

축복하여가로되 `내조부아브라함과아버지이삭의

섬기던하나님,나의남으로부터지금까지나를기르



창세기 110

신하나님, 16나를모든환난에서건지신사자께서이

아이에게복을주시오며이들로내이름과내조부아

브라함과아버지이삭의이름으로칭하게하시오며이

들로세상에서번식되게하시기를원하나이다' 17요셉

이그아비가우수를에브라임의머리에얹은것을보

고기뻐아니하여아비의손을들어에브라임의머리

에서므낫세의머리로옮기고자하여 18그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이는장자니우수를

그머리에얹으소서' 19아비가허락지아니하여가로

되 `나도안다내아들아! 나도안다그도한족속이되

며그도크게되려니와그아우가그보다큰자가되고

그자손이여러민족을이루리라` 하고 20그날에그들

에게축복하여가로되 `이스라엘족속이너로축복하

기를하나님이너로에브라임같고므낫세같게하시리

라하리라'하여에브라임을므낫세보다앞세웠더라

21이스라엘이요셉에게또이르되 `나는죽으나하나

님이너희와함께계시사너희를인도하여너희조상

의땅으로돌아가게하시려니와 22내가네게네형제

보다일부분을더주었나니이는내가내칼과활로아

모리족속의손에서빼앗은것이니라'

49야곱이그아들들을불러이르되너희는모이라너

희의후일에당할일을내가너희에게이르리라 2너희

는모여들으라야곱의아들들아너희아비이스라엘

에게들을지어다! 3르우벤아너는내장자요나의능

력이요나의기력의시작이라위광이초등하고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4물의끓음같았은즉너는탁월치못

하리니네가아비의침상에올라더럽혔음이로다그가

내침상에올랐었도다 5시므온과레위는형제요그들

의칼은잔해하는기계로다 6내혼아,그들의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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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하지말지어다내영광아그들의집회에참여하지

말지어다그들이그분노대로사람을죽이고그혈기

대로소의발목힘줄을끊었음이로다 7그노염이혹독

하니저주를받을것이요분기가맹렬하니저주를받

을것이라내가그들을야곱중에서나누며이스라엘

중에서흩으리로다 8유다야,너는네형제의찬송이

될지라! 네손이네원수의목을잡을것이요네아비의

아들들이네앞에절하리로다 9유다는사자새끼로다

내아들아! 너는움킨것을찢고올라갔도다그의엎드

리고웅크림이수사자같고암사자같으니누가그를

범할수있으랴 10홀이유다를떠나지아니하며치리

자의지팡이가그발사이에서떠나지아니하시기를

실로가오시기까지미치리니그에게모든백성이복종

하리로다 11그의나귀를포도나무에매며그암나귀

새끼를아름다운포도나무에맬것이며또그옷을포

도주에빨며그복장을포도즙에빨리로다 12그눈은

포도주로인하여붉겠고그이는우유로인하여희리

로다 13스불론은해변에거하리니그곳은배매는해

변이라그지경이시돈까지리로다 14잇사갈은양의우

리사이에꿇어앉은건장한나귀로다 15그는쉴곳을

보고좋게여기며토지를보고아름답게여기고어깨

를내려짐을메고압제아래서섬기리로다 16단은이

스라엘의한지파같이그백성을심판하리로다 17단은

길의뱀이요첩경의독사리로다말굽을물어서그탄

자로뒤로떨어지게하리로다 18여호와여! 나는주의

구원을기다리나이다 19갓은군대의박격을받으나도

리어그뒤를추격하리로다 20아셀에게서나는식물은

기름진것이라그가왕의진수를공궤하리로다 21납달

리는놓인암사슴이라아름다운소리를발하는도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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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무성한가지곧샘곁의무성한가지라그가지

가담을넘었도다 23활쏘는자가그를학대하며그를

쏘며그를군박하였으나 24요셉의활이도리어견강하

며그의팔이힘이있으니야곱의전능자의손을힘입

음이라그로부터이스라엘의반석인목자가나도다 25

네아비의하나님께로말미암나니그가너를도우실

것이요전능자로말미암나니그가네게복을주실것

이라위로하늘의복과아래로원천의복과젖먹이는

복과태의복이리로다 26네아비의축복이내부여조

의축복보다나아서영원한산이한없음같이이축복

이요셉의머리로돌아오며그형제중뛰어난자의정

수리로돌아오리로다 27베냐민은물어뜯는이리라아

침에는빼앗은것을먹고저녁에는움킨것을나누리

로다 28이들은이스라엘의십이지파라이와같이그

아비가그들에게말하고그들에게축복하였으되곧그

들각인의분량대로축복하였더라 29그가그들에게명

하여가로되 `내가내열조에게로돌아가리니나를헷

사람에브론밭에있는굴에우리부여조와함께장사

하라 30이굴은가나안땅마므레앞막벨라밭에있는

것이라아브라함이헷사람에브론에게서밭과함께

사서그소유매장지를삼았으므로 31아브라함과그

아내사라가거기장사되었고이삭과그아내리브가

도거기장사되었으며나도레아를그곳에장사하였

노라 32이밭과거기있는굴은헷사람에게서산것이

니라' 33야곱이아들에게명하기를마치고그발을침

상에거두고기운이진하여그열조에게로돌아갔더

라

50요셉이아비얼굴에구푸려울며입맞추고 2그수

종의사에게명하여향재료로아비의몸에넣게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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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이스라엘에게그대로하되 3사십일이걸렸으

니향재료를넣는데는이날수가걸림이며애굽사람

들은칠십일동안그를위하여곡하였더라 4곡하는기

한이지나매요셉이바로의궁에말하여가로되 `내가

너희에게은혜를입었으면청컨대바로의귀에고하기

를 5우리아버지가나로맹세하게하여이르되내가

죽거든가나안땅에내가파서둔묘실에나를장사하

라하였나니나로올라가서내가다시오리이다하라'

하였더니 6바로가가로되 `그가네게시킨맹세대로

올라가서네아비를장사하라' 7요셉이자기아비를

장사하러올라가니바로의모든신하와바로궁의장

로들과애굽땅의모든장로와 8요셉의온집과그형

제들과그아비의집이그와함께올라가고그들의어

린아이들과양떼와소떼만고센땅에남겼으며 9병거

와기병이요셉을따라올라가니그떼가심히컸더라

10그들이요단강건너편아닷타작마당에이르러거기

서크게호곡하고애통하며요셉이아비를위하여칠

일동안애곡하였더니 11그땅거민가나안백성들이

아닷마당의애통을보고가로되 `이는애굽사람의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그땅이름을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곧요단강건너편이더라 12야곱의아들들이

부명을좇아행하여 13그를가나안땅으로메어다가

마므레앞막벨라밭굴에장사하였으니이는아브라

함이헷족속에브론에게밭과함께사서소유매장지

를삼은곳이더라 14요셉이아비를장사한후에자기

형제와호상군과함께애굽으로돌아왔더라 15요셉의

형제들이그아비가죽었음을보고말하되 `요셉이혹

시우리를미워하여우리가그에게행한모든악을다

갚지나아니할까?' 하고 16요셉에게말을전하여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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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당신의아버지가돌아가시기전에명하여이르시

기를 17너희는이같이요셉에게이르라네형들이네

게악을행하였을지라도이제바라건대그허물과죄

를용서하라하셨다하라하셨나니당신의아버지의

하나님의종들의죄를이제용서하소서`하매요셉의

그말을들을때에울었더라 18그형들이또친히와서

요셉의앞에엎드려가로되 `우리는당신의종이니이

다' 19요셉이그들에게이르되 `두려워마소서내가하

나님을대신하리이까? 20당신들은나를해하려하였

으나하나님은그것을선으로바꾸사오늘과같이만

민의생명을구원하게하시려하셨나니 21당신들은두

려워마소서내가당신들과당신들의자녀를기르리이

다' 하고그들을간곡한말로위로하였더라 22요셉이

그아비의가족과함께애굽에거하여일백십세를살

며 23에브라임의자손삼대를보았으며므낫세의아들

마길의아들들도요셉의슬하에서양육되었더라 24요

셉이그형제에게이르되 `나는죽으나하나님이너희

를권고하시고너희를이땅에서인도하여내사아브

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맹세하신땅에이르게하시리

라` 하고 25요셉이또이스라엘자손에게맹세시켜이

르기를 `하나님이정녕너희를권고하시리니너희는

여기서내해골을메고올라가겠다하라'하였더라 26

요셉이일백십세에죽으매그들이그의몸에향재료

를넣고애굽에서입관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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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1야곱과함께각기권속을데리고애굽에이른이스

라엘아들들의이름은이러하니 2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단과

,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5이미애굽에있는요셉까

지야곱의혈속이모두칠십인이었더라 6요셉과그의

모든형제와그시대사람은다죽었고 7이스라엘자

손은생육이중다하고번식하고창성하고심히강대하

여온땅에가득하게되었더라 8그가그신민에게이

르되 `이백성이스라엘자손이우리보다많고강하도

다 9자,우리가그들에게대하여지혜롭게하자두렵

건대그들이더많게되면전쟁이일어날때에우리대

적과합하여우리와싸우고이땅에서갈까하노라' 하

고 10감독들을그들위에세우고그들에게무거운짐

을지워괴롭게하여그들로바로를위하여국고성비

돔과라암셋을건축하게하니라 11그러나학대를받을

수록더욱번식하고창성하니애굽사람이이스라엘

자손을인하여근심하여 12이스라엘자손의역사를엄

하게하여 13고역으로그들의생활을괴롭게하니곧

흙이기기와벽돌굽기와농사의여러가지일이라그

시키는역사가다엄하였더라 14애굽왕이히브리산

파십브라라하는자와부아라하는자에게일러 15가

로되 `너희는히브리여인을위하여조산할때에살펴

서남자여든죽이고여자여든그는살게두라' 16그러

나산파들이하나님을두려워하여애굽왕의명을어

기고남자를살린지라 17애굽왕이산파를불러서그

들에게이르되 `너희가어찌이같이하여남자를살렸

느냐?' 18산파가바로에게대답하되 `히브리여인은

애굽여인과같지아니하고건장하여산파가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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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전에해산하였더이다' 하매 19하나님이그산

파들에게은혜를베푸시니라백성은생육이번성하고

심히강대하며 20산파는하나님을경외하였으므로하

나님이그들의집을왕성케하신지라 21그러므로바로

가그모든신민에게명하여가로되 `남자가나거든너

희는그를하수에던지고여자여든살리라' 하였더라

2레위족속중한사람이가서레위여자에게장가들

었더니 2그여자가잉태하여아들을낳아그준수함을

보고그를석달을숨겼더니 3더숨길수없이되매그

를위하여갈상자를가져다가역청과나무진을칠하

고아이를거기담아하숫가갈대사이에두고 4그누

이가어떻게되는것을알려고멀리섰더니 5바로의

딸이목욕하러하수로내려오고시녀들은하숫가에거

닐때에그가갈대사이에상자를보고시녀를보내어

가져다가 6열고그아이를보니아이가우는지라그가

불쌍히여겨가로되 `이는히브리사람의아이로다' 7

그누이가바로의딸에게이르되 `내가가서히브리여

인중에서유모를불러다가당신을위하여이아이를

젖먹이게하리이까?' 8바로의딸이그에게이르되 `가

라'그소녀가가서아이의어미를불러오니 9바로의

딸이그에게이르되 `이아이를데려다가나를위하여

젖을먹이라내가그삯을주리라' 여인이아이를데려

다가젖을먹이더니 10그아이가자라매바로의딸에

게로데려가니그의아들이되니라그가그이름을모

세라하여가로되 `이는내가그를물에서건져내었음

이라' 하였더라 11모세가장성한후에한번은자기형

제들에게나가서그고역함을보더니어떤애굽사람

이어떤히브리사람곧자기형제를치는것을본지라

12좌우로살펴사람이없음을보고그애굽사람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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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모래에감추니라 13이튿날다시나가니두히브

리사람이서로싸우는지라그그른자에게이르되 `네

가어찌하여동포를치느냐?' 하매 14그가가로되 `누

가너로우리의주재와법관을삼았느냐?네가애굽사

람을죽임같이나도죽이려느냐?' 모세가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탄로되었도다' 15바로가이일을듣고모

세를죽이고자하여찾은지라모세가바로의낯을피

하여미디안땅에머물며하루는우물곁에앉았더라

16미디안제사장에게일곱딸이있더니그들이와서

물을길어구유에채우고그아비의양무리에게먹이

려하는데 17목자들이와서그들을쫓는지라모세가

일어나그들을도와그양무리에게먹이니라 18그들이

그아비르우엘에게이를때에아비가가로되 `너희가

오늘은어찌하여이같이속히돌아오느냐?' 19그들이

가로되 `한애굽사람이우리를목자들의손에서건져

내고우리를위하여물을길어양무리에게먹였나이다

' 20아비가딸들에게이르되 `그사람이어디있느냐?

너희가어찌하여그사람을버리고왔느냐?그를청하

여음식으로대접하라' 하였더라 21모세가그와동거

하기를기뻐하매그가그딸십보라를모세에게주었

더니 22그가아들을낳으매모세가그이름을게르솜

이라하여가로되 `내가타국에서객이되었음이라'하

였더라 23여러해후에애굽왕은죽었고이스라엘자

손은고역으로인하여탄식하며부르짖으니그고역으

로인하여부르짖는소리가하나님께상달한지라 24하

나님이그고통소리를들으시고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에게세운그언약을기억하사 25이스라엘자손을

권념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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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세가그장인미디안제사장이드로의양무리를

치더니그무리를광야서편으로인도하여하나님의

산호렙에이르매 2여호와의사자가떨기나무불꽃가

운데서그에게나타나시니라그가보니떨기나무에불

이붙었으나사라지지아니하는지라 3이에가로되 `내

가돌이켜가서이큰광경을보리라떨기나무가어찌

하여타지아니하는고?' 하는동시에 4여호와께서그

가보려고돌이켜오는것을보신지라하나님이떨기

나무가운데서그를불러가라사대모세야, 모세야! 하

시매그가가로되 '내가여기있나이다' 5하나님이가

라사대이리로가까이하지말라너의선곳은거룩한

땅이니네발에서신을벗으라! 6또이르시되나는네

조상의하나님이니아브라함의하나님, 이삭의하나님

,야곱의하나님이니라모세가하나님뵈옵기를두려

워하여얼굴을가리우매 7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

애굽에있는내백성의고통을정녕히보고그들이그

간역자로인하여부르짖음을듣고그우고를알고 8내

가내려와서그들을애굽인의손에서건져내고그들을

그땅에서인도하여아름답고광대한땅젖과꿀이흐

르는땅곧가나안족속, 헷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의지방에이르려하노라

9이제이스라엘자손의부르짖음이내게달하고애굽

사람이그들을괴롭게하는학대도내가보았으니 10

이제내가너를바로에게보내어너로내백성이스라

엘자손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게하리라 11모세가

하나님께고하되 `내가누구관대바로에게가며이스

라엘자손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리이까?' 12하나님

이가라사대내가정녕너와함께있으리라! 네가백성

을애굽에서인도하여낸후에너희가이산에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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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섬기리니이것이내가너를보낸증거니라 13모

세가하나님께고하되 `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가서

이르기를너희조상의하나님이나를너희에게보내셨

다하면그들이내게묻기를그의이름이무엇이냐?하

리니내가무엇이라고그들에게말하리이까?' 14하나

님이모세에게이르시되나는스스로있는자니라!또

이르시되너는이스라엘자손에게이같이이르기를스

스로있는자가나를너희에게보내셨다하라 15하나

님이또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이스라엘자손에게

이같이이르기를나를너희에게보내신이는너희조

상의하나님곧아브라함의하나님, 이삭의하나님, 야

곱의하나님여호와라하라이는나의영원한이름이

요대대로기억할나의표호니라! 16너는가서이스라

엘장로들을모으고그들에게이르기를여호와너희

조상의하나님곧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의하나님이

내게나타나이르시되내가실로너희를권고하여너

희가애굽에서당한일을보았노라 17내가말하였거니

와내가너희를애굽의고난중에서인도하여내어젖

과꿀이흐르는땅곧가나안족속, 헷족속, 아모리족

속,브리스족속,히위족속,여부스족속의땅으로올

라가게하리라하셨다하면 18그들이네말을들으리

니너는그들의장로들과함께애굽왕에게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에게임하셨은

즉우리가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생을드리려하오

니사흘길쯤광야로가기를허락하소서하라 19내가

아노니강한손으로치기전에는애굽왕이너희의가

기를허락지아니하다가 20내가내손을들어애굽중

에여러가지이적으로그나라를친후에야그가너희

를보내리라 21내가애굽사람으로이백성에게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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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입히게할지라너희가갈때에빈손으로가지아니

하리니 22여인마다그이웃사람과및자기집에우거

하는자에게은패물과금패물과의복을구하여너희

자녀를꾸미라너희가애굽사람의물품을취하리라

4모세가대답하여가로되 `그러나그들이나를믿지

아니하며내말을듣지아니하고이르기를여호와께서

네게나타나지아니하셨다하리이다' 2여호와께서그

에게이르시되네손에있는것이무엇이냐?그가가로

되 `지팡이니이다' 3여호와께서가라사대그것을땅

에던지라! 곧땅에던지니그것이뱀이된지라모세가

뱀앞에서피하매 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네

손을내밀어그꼬리를잡으라! 그가손을내밀어잡으

니그손에서지팡이가된지라 5또가라사대이는그

들로그조상의하나님곧아브라함의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하나님여호와가네게나타난줄을믿

게함이니라하시고 6여호와께서또가라사대네손을

품에넣으라!하시매손을품에넣었다가내어보니그

손에문둥병이발하여눈같이흰지라 7가라사대네

손을다시품에넣으라! 하시매그가다시손을품에넣

었다가내어보니손이여상하더라 8여호와께서가라

사대그들이너를믿지아니하며그처음이적의표징

을받지아니하여도둘째이적의표징은믿으리라 9그

들이이두이적을믿지아니하며네말을듣지아니하

거든너는하수를조금취하여다가육지에부으라!네

가취한하수가육지에서피가되리라 10모세가여호

와께고하되 `주여, 나는본래말에능치못한자라주

께서주의종에게명하신후에도그러하니나는입이

뻣뻣하고혀가둔한자니이다' 11여호와께서그에게

이르시되누가사람의입을지었느뇨! 누가벙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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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머거리나눈밝은자나소경이되게하였느뇨! 나여

호와가아니뇨? 12이제가라내가네입과함께있어서

할말을가르치리라 13모세가가로되 `주여, 보낼만한

자를보내소서' 14여호와께서모세를향하여노를발

하시고가라사대레위사람네형아론이있지아니하

뇨?그의말잘함을내가아노라그가너를만나러나오

나니그가너를볼때에마음에기뻐할것이라 15너는

그에게말하고그입에말을주라내가네입과그의입

에함께있어서너의행할일을가르치리라 16그가너

를대신하여백성에게말할것이니그는네입을대신

할것이요너는그에게하나님같이되리라 17너는이

지팡이를손에잡고이것으로이적을행할지니라 18모

세가장인이드로에게로돌아가서그에게이르되 `내

가애굽에있는내형제들에게로돌아가서그들이생

존하였는지보려하오니나로가게하소서'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가라'하니라 19여호와께서미디안에

서모세에게이르시되애굽으로돌아가라네생명을

찾던자가다죽었느니라 20모세가그아내와아들들

을나귀에태우고애굽으로돌아가는데하나님의지팡

이를손에잡았더라 2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

네가애굽으로돌아가거든내가네손에준이적을바

로앞에서다행하라그러나내가그의마음을강퍅케

한즉그가백성을놓지아니하리니 22너는바로에게

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이스라엘은내아들, 내장

자라! 23내가네게이르기를내아들을놓아서나를섬

기게하라하여도네가놓기를거절하니내가네아들

네장자를죽이리라하셨다하라하시니라 24여호와께

서길의숙소에서모세를만나사그를죽이려하시는

지라 25십보라가차돌을취하여그아들의양피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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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세의발앞에던지며가로되 `당신은참으로내게

피남편이로다'하니 26여호와께서모세를놓으시니라

그때에십보라가피남편이라함은할례를인함이었

더라 27여호와께서아론에게이르시되광야에가서모

세를맞으라하시매그가가서하나님의산에서모세

를만나그에게입맞추니 28모세가여호와께서자기에

게부탁하여보내신모든말씀과여호와께서자기에게

명하신모든이적을아론에게고하니라 29모세와아론

이가서이스라엘자손의모든장로를모으고 30아론

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모든말씀을전하고

백성앞에서이적을행하니 31백성이믿으며여호와께

서이스라엘자손을돌아보시고그고난을감찰하셨다

함을듣고머리숙여경배하였더라

5그후에모세와아론이가서바로에게이르되 `이스

라엘하나님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을보내라그들

이광야에서내앞에절기를지킬것이니라하셨나이

다' 2바로가가로되 `여호와가누구관대내가그말을

듣고이스라엘을보내겠느냐?나는여호와를알지못

하니이스라엘도보내지아니하리라' 3그들이가로되

`히브리인의하나님이우리에게나타나셨은즉우리가

사흘길쯤광야에가서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생을

드리려하오니가기를허락하소서여호와께서온역이

나칼로우리를치실까두려워하나이다' 4애굽왕이그

들에게이르되 `모세와아론아! 너희가어찌하여백성

으로역사를쉬게하느냐? 가서너희의역사나하라' 5

또가로되 `이제나라에이백성이많거늘너희가그들

로역사를쉬게하는도다'하고 6바로가당일에백성

의간역자들과패장들에게명하여가로되 7 `너희는백

성에게다시는벽돌소용의짚을전과같이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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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로가서스스로줍게하라 8또그들의전에만든

벽돌수효대로그들로만들게하고감하지말라그들

이게으르므로소리질러이르기를우리가가서우리

하나님께희생을드리자하나니 9그사람들의고역을

무겁게함으로수고롭게하여그들로거짓말을듣지

않게하라' 10간역자들과패장들이나아가백성에게

일러가로되 `바로의말씀에내가너희에게짚을주지

아니하리니 11너희는짚을얻을곳으로가서주우라

너희일은조금도감하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 12

백성이애굽온땅에흩어져곡초그루터기를거두어

다가짚을대신하니 13간역자들이그들을독촉하여가

로되 `너희는짚이있을때와같이당일일을당일에마

치라' 하며 14바로의간역자들이자기들의세운바이

스라엘자손의패장들을때리며가로되 '너희가어찌

하여어제와오늘에만드는벽돌의수효를전과같이

채우지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이스라엘자손의패

장들이가서바로에게호소하여가로되 `왕은어찌하

여종들에게이같이하시나이까? 16종들에게짚을주

지아니하고그들이우리더러벽돌을만들라하나이다

종들이매를맞으오니이는왕의백성의허물이니이다

' 17바로가가로되 `너희가게으르다, 게으르다그러므

로너희가이르기를우리가가서여호와께희생을드

리자하는도다 18이제가서일하라짚은너희에게주

지않을지라도너희가벽돌을여수히바칠지니라' 19

이스라엘자손의패장들이너희의매일만드는벽돌을

조금도감하지못하리라함을듣고화가몸에미친줄

알고 20그들이바로를떠나나올때에모세와아론이

길에선것을만나 21그들에게이르되 `너희가우리로

바로의눈과그신하의눈에미운물건이되게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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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손에칼을주어우리를죽이게하는도다여호와

는너희를감찰하시고판단하시기를원하노라' 22모세

가여호와께돌아와서고하되 `주여, 어찌하여이백성

으로학대를당케하셨나이까?어찌하여나를보내셨

나이까? 23내가바로에게와서주의이름으로말함으

로부터그가이백성을더학대하며주께서도주의백

성을구원치아니하시나이다'

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이제내가바로에게

하는일을네가보리라강한손을더하므로바로가그

들을보내리라강한손을더하므로바로가그들을그

땅에서쫓아내리라 2하나님이모세에게말씀하여가

라사대나는여호와로라! 3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야

곱에게전능의하나님으로나타났으나나의이름을여

호와로는그들에게알리지아니하였고 4가나안땅곧

그들의우거하는땅을주기로그들과언약하였더니 5

이제애굽사람이종을삼은이스라엘자손의신음을

듣고나의언약을기억하노라 6그러므로이스라엘자

손에게말하기를나는여호와라내가애굽사람의무

거운짐밑에서너희를빼어내며그고역에서너희를

건지며편팔과큰재앙으로너희를구속하여 7너희로

내백성을삼고나는너희하나님이되리니나는애굽

사람의무거운짐밑에서너희를빼어낸너희하나님

여호와인줄너희가알지라 8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에게주기로맹세한땅으로너희를인도하고그

땅을너희에게주어기업을삼게하리라나는여호와

로라하셨다하라 9모세가이와같이이스라엘자손에

게전하나그들이마음의상함과역사의혹독함을인

하여모세를듣지아니하였더라 10여호와께서모세에

게일러가라사대 11들어가서애굽왕바로에게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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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자손을그땅에서내어보내게하라 12모세

가여호와앞에고하여가로되 `이스라엘자손도나를

듣지아니하였거든바로가어찌들으리이까?나는입

이둔한자니이다' 13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말

씀하사그들로이스라엘자손과애굽왕바로에게명

을전하고이스라엘자손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

게하시니라 14그조상을따라집의어른은이러하니

라이스라엘의장자르우벤의아들하녹과, 발루와, 헤

스론과,갈미니이들은르우벤의족장이요 15시므온의

아들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

안여인의소생사울이니이들은시므온의족장이요

16레위의아들들의이름은그연치대로이러하니게르

손과, 고핫과, 므라리요레위의수는일백삼십칠세이

었으며 17게르손의아들들은그가족대로립니와, 시

므이요 18고핫의아들들은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

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수는일백삼십삼세이었으

며 19므라리의아들은마흘리와, 무시니이들은그연

치대로레위의족장이요 20아므람이그아비의누이

요게벳을아내로취하였고그가아론과모세를낳았으

며아므람의수는일백삼십칠세이었으며 21이스할의

아들은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웃시엘의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아론이암미나답의

딸나손의누이엘리세바를아내로취하였고그가나

답과,아비후와,엘르아살과,이다말을낳았으며 24고

라의아들은앗실과,엘가나와,아비아삽이니이들은

고라사람의족장이요 25아론의아들엘르아살이부디

엘의딸중에서아내를취하였고그가비느하스를낳

았으니이들은레위사람의조상을따라가족의어른

들이라 26이스라엘자손을그군대대로애굽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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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라하신여호와의명을받은자는이아론과모

세요 27애굽왕바로에게이스라엘자손을애굽에서

내어보내라말한자도이모세와아론이었더라 28여

호와께서애굽땅에서모세에게말씀하시던날에 29여

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나는여호와라내가

네게이르는바를너는애굽왕바로에게다고하라 30

모세가여호와앞에서고하되 `나는입이둔한자이오

니바로가어찌나를들으리이까?'

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볼지어다! 내가너로

바로에게신이되게하였은즉네형아론은네대언자

가되리니 2내가네게명한바를너는네형아론에게

말하고그는바로에게말하여그로이스라엘자손을

그땅에서보내게할지니라 3내가바로의마음을강퍅

케하고나의표징과나의이적을애굽땅에많이행하

리라마는 4바로가너희를듣지아니할터인즉내가내

손을애굽에더하여여러큰재앙을내리고내군대내

백성이스라엘자손을그땅에서인도하여낼지라 5내

가내손을애굽위에펴서이스라엘자손을그땅에서

인도하여낼때에야애굽사람이나를여호와인줄알

리라하시매 6모세와아론이여호와께서자기들에게

명하신대로곧그대로행하였더라 7그들이바로에게

말할때에모세는팔십세이었고아론은팔십삼세이었

더라 8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9

바로가너희에게이르기를너희는이적을보이라하거

든너는아론에게명하기를너의지팡이를가져바로

앞에던지라하라그것이뱀이되리라 10모세와아론

이바로에게가서여호와의명하신대로행하여아론이

바로와그신하앞에지팡이를던졌더니뱀이된지라

11바로도박사와박수를부르매그애굽술객들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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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법으로그와같이행하되 12각사람이지팡이를던

지매뱀이되었으나아론의지팡이가그들의지팡이를

삼키니라 13그러나바로의마음이강퍅하여그들을듣

지아니하니여호와의말씀과같더라 14여호와께서모

세에게이르시되바로의마음이완강하여백성보내기

를거절하는도다 15아침에너는바로에게로가라그가

물로나오리니너는하숫가에서서그를맞으며그뱀

되었던지팡이를손에잡고 16그에게이르기를히브리

사람의하나님여호와께서나를왕에게보내어이르시

되내백성을보내라그들이광야에서나를섬길것이

니라하였으나이제까지네가듣지아니하도다 17여호

와가이같이이르노니네가이로인하여나를여호와

인줄알리라하셨느니라볼지어다!내가내손의지팡

이로하수를치면그것이피로변하고 18하수의고기

가죽고그물에서는악취가나리니애굽사람들이그

물마시기를싫어하리라하라 19여호와께서또모세에

게이르시되아론에게명하기를네지팡이를잡고네

팔을애굽의물들과하수들과운하와못과모든호수

위에펴라하라그것들이피가되리니애굽온땅에와,

나무그릇에와, 돌그릇에모두피가있으리라 20모세

와아론이여호와의명하신대로행하여바로와그신

하의목전에서지팡이를들어하수를치니그물이다

피로변하고 21하수의고기가죽고그물에서는악취

가나니애굽사람들이하수물을마시지못하며애굽

온땅에는피가있으나 22애굽술객들도자기술법으

로그와같이행하므로바로의마음이강퍅하여그들

을듣지아니하니여호와의말씀과같더라 23바로가

돌이켜궁으로들어가고그일에도관념하지아니하였

고 24애굽사람들은하수물을마실수없으므로하숫



출애굽기 128

가를두루파서마실물을구하였더라 25여호와께서

하수를치신후칠일이지나니라

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바로에게가서

그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을보내라

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2네가만일보내기를거절

하면내가개구리로너의온지경을칠지라 3개구리가

하수에서무수히생기고올라와서네궁에와, 네침실

에와,네침상위에와,네신하의집에와,네백성에게

와, 네화덕에와, 네떡반죽그릇에들어갈지며 4개구

리가네게와, 네백성에게와, 네모든신하에게오르리

라하셨다하라 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아론

에게명하기를네지팡이를잡고네팔을강들과운하

들과못위에펴서개구리로애굽땅에올라오게하라

할지니라 6아론이팔을애굽물들위에펴매개구리가

올라와서애굽땅에덮이니 7술객들도자기술법대로

이와같이하여개구리로애굽땅에올라오게하였더

라 8바로가모세와아론을불러이르되 `여호와께구

하여개구리를나와내백성에게서떠나게하라내가

이백성을보내리니그들이여호와께희생을드릴것

이니라' 9모세가바로에게이르되 `내가왕과왕의신

하와왕의백성을위하여어느때에구하여이개구리

를왕과왕궁에서끊어서하수에만있게하오리이까?

내게보이소서' 10그가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가

로되 `왕의말씀대로하여왕으로우리하나님여호와

와같은이가없는줄을알게하리니 11개구리가왕과,

왕궁과, 왕의신하와, 왕의백성을떠나서하수에만있

으리이다' 하고 12모세와아론이바로를떠나나가서

바로에게내리신개구리에대하여모세가여호와께간

구하매 13여호와께서모세의말대로하시니개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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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나와서죽은지라 14사람들

이모아무더기로쌓으니땅에서악취가나더라 15그

러나바로가숨을통할수있음을볼때에그마음을완

강케하여그들을듣지아니하였으니여호와의말씀과

같더라 1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아론에게명

하기를네지팡이를들어땅의티끌을치라하라그것

이애굽온땅에서이가되리라 17그들이그대로행할

쌔아론이지팡이를잡고손을들어땅의티끌을치매

애굽온땅의티끌이다이가되어사람과생축에게오

르니 18술객들이자기술법으로이같이행하여이를

내려하였으나못하였고이는사람과생축에게있은지

라 19술객이바로에게고하되 `이는하나님의권능이

니이다!' 하나바로의마음이강퍅케되어그들을듣지

아니하였으니여호와의말씀과같더라 20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아침에일찌기일어나바로앞에

서라그가물로나오리니그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

말씀에내백성을보내라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21네가만일내백성을보내지아니하면내가너와네

신하와네백성을보내지아니하면내가너와네신하

와네백성과네집들에파리떼를보내리니애굽사람

의집집에파리떼가가득할것이며그들의거하는땅

에도그러하리라 22그날에내가내백성의거하는고

센땅을구별하여그곳에는파리떼가없게하리니이

로말미암아나는세상중의여호와인줄을네가알게

될것이라 23내가내백성과네백성사이에구별을두

리니내일이표징이있으리라하셨다하라하시고 24

여호와께서그와같이하시니무수한파리떼가바로의

궁에와, 그신하의집에와, 애굽전국에이르니파리떼

로인하여땅이해를받더라 25바로가모세와아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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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이르되 `너희는가서이땅에서너희하나님께희

생을드리라' 26모세가가로되 `그리함은불가하니이

다우리가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생을드리는것은

애굽사람의미워하는바이온즉우리가만일애굽사

람의목전에서희생을드리면그들이그것을미워하여

우리를돌로치지아니하리이까? 27우리가사흘길쯤

광야로들어가서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생을드리되

우리에게명하시는대로하려하나이다' 28바로가가로

되 `내가너희를보내리니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

께광야에서희생을드릴것이나너무멀리는가지말

라그런즉너희는나를위하여기도하라' 29모세가가

로되 `내가왕을떠나가서여호와께기도하리니내일

이면파리떼가바로와바로의신하와바로의백성을

떠나려니와바로는이백성을보내어여호와께희생을

드리는일에다시거짓을행치마소서'하고 30모세가

바로를떠나나와서여호와께기도하니 31여호와께서

모세의말대로하사파리를바로와그신하와그백성

에게몰수히떠나게하시니라 32그러나바로가이때

에도마음을완강케하여백성을보내지아니하였더

라

9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바로에게들어가서

그에게이르라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

하시기를내백성을보내라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

라 2네가만일그들보내기를거절하고억지로잡아

두면 3여호와의손이들에있는네생축곧말과나귀

와약대와우양에게더하리니심한악질이있을것이

며 4여호와가이스라엘의생축과애굽의생축을구별

하리니이스라엘자손에속한것은하나도죽지아니

하리라하셨다하라하시고 5여호와께서기한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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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라사대여호와가내일이땅에서이일을행하리

라하시더니 6이튿날에여호와께서이일을행하시니

애굽의모든생축은죽었으나이스라엘자손의생축은

하나도죽지아니한지라 7바로가보내어본즉이스라

엘의생축은하나도죽지아니하였더라그러나바로의

마음이완강하여백성을보내지아니하니라 8여호와

께서모세와아론에게이르시되너희는풀무의재두

움큼을가지고모세가바로의목전에서하늘을향하여

날리라 9그재가애굽온땅의티끌이되어애굽온땅

의사람과짐승에게붙어서독종이발하리라 10그들이

풀무의재를가지고바로앞에서서모세가하늘을향

하여날리니사람과짐승에게붙어독종이발하고 11

술객도독종으로인하여모세앞에서지못하니독종

이술객들로부터애굽모든사람에게발하였음이라

12그러나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으므

로그들을듣지아니하였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말

씀하심과같더라 1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아

침에일찌기일어나바로앞에서서그에게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을보

내라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14내가이번에는모

든재앙을네마음과네신하와네백성에게내려너로

온천하에나와같은자가없음을알게하리라 15내가

손을펴서온역으로너와네백성을쳤더면네가세상

에서끊어졌을것이나 16네가너를세웠음은나의능

력을네게보이고내이름이온천하에전파되게하려

하였음이니라 17네가여전히내백성앞에자고하고

그들을보내지아니하느냐? 18내일이맘때면내가중

한우박을내리리니애굽개국이래로그같은것이있

지않던것이리라 19이제보내어네생축과네들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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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을다모으라사람이나짐승이나무릇들에있어

서집에돌아오지않은자에게는우박이그위에내리

리니그것들이죽으리라하셨다하라하시니라 20바로

의신하중에여호와의말씀을두려워하는자들은그

종들과생축을집으로피하여들였으나 21여호와의말

씀을마음에두지아니하는자는그종들과생축을들

에그대로두었더라 2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

너는하늘을향하여손을들어애굽전국에우박이애

굽땅의사람과짐승과밭의모든채소에내리게하라

23모세가하늘을향하여지팡이를들매여호와께서뇌

성과우박을보내시고불을내려땅에달리게하시니

라여호와께서우박을애굽땅에내리시매 24우박의

내림과불덩이가우박에섞여내림이심히맹렬하니

애굽전국에그개국이래로그같은것이없던것이라

25우박이애굽온땅에서사람과짐승을무론하고무

릇밭에있는것을쳤으며우박이또밭의모든채소를

치고들의모든나무를꺽었으되 26이스라엘자손의

거한고센땅에는우박이없었더라 27바로가사람을

보내어모세와아론을불러그들에게이르되 `이번은

내가범죄하였노라여호와는의로우시고나와나의백

성은악하도다 28여호와께구하여이뇌성과우박을

그만그치게하라내가너희를보내리니너희가다시

는머물지아니하리라' 29모세가그에게이르되 `내가

성에서나가자곧내손을여호와를향하여펴리니그

리하면뇌성이그치고우박이다시있지않을지라세

상이여호와께속한줄을왕이알리이다 30그러나왕

과왕의신하들이여호와하나님을아직도두려워아

니할줄을내가아나이다' 31때에보리는이삭이나왔

고삼은꽃이피었으므로삼과보리가상하였으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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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밀과나맥은자라지아니한고로상하지아니하

였더라 33모세가바로를떠나성에서나가서여호와를

향하여손을펴매뇌성과우박이그치고비가땅에내

리지아니하니라 34바로가비와우박과뇌성의그친

것을볼때에다시범죄하여마음을완강케하니그와

그신하가일반이라 35바로의마음이강퍅하여이스라

엘자손을보내지아니하였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

말씀하심과같더라

10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바로에게로들어

가라내가그의마음과그신하들의마음을완강케함

은나의표징을그들중에보이기위함이며 2너로내

가애굽에서행한일들곧내가그가운데서행한표징

을네아들과네자손의귀에전하게하려함이라너희

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3모세와아론이바로에게

들어가서그에게이르되 `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

와께서말씀하시기를네가어느때까지내앞에겸비

치아니하겠느냐?내백성을보내라! 그들이나를섬길

것이라 4네가만일내백성보내기를거절하면내일

내가메뚜기로네경내에들어가게하리니 5메뚜기가

지면을덮어서사람이땅을볼수없을것이라메뚜기

가네게남은그것곧우박을면하고남은것을먹으며

들에너를위하여자라는모든나무를먹을것이며 6

또네집들과네모든신하의집들과모든애굽사람의

집들에가득하리니이는네아비와네조상이세상에

있어옴으로오늘까지보지못하였던것이리라하셨다

'하고돌이켜바로에게서나오니 7바로의신하들이

그에게고하되 `어느때까지이사람이우리의함정이

되리이까?그사람들을보내어그하나님여호와를섬

기게하소서! 왕은아직도애굽이망한줄을알지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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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이까?' 하고 8모세와아론을바로에게로다시데

려오니바로가그들에게이르되가서너희하나님여

호와를섬기라! 갈자는누구누구뇨? 9모세가가로되

`우리가여호와앞에절기를지킬것인즉우리가남녀

노소와우양을데리고가겠나이다' 10바로가그들에게

이르되 `내가너희와너희어린것들을보내면여호와

를너희와함께하게함과일반이니라삼갈지어다너희

경영이악하니라 11그는불가하니너희남정만가서

여호와를섬기라이것이너희의구하는바니라'이에

그들이바로앞에서쫓겨나니라 12여호와께서모세에

게이르시되네손을애굽땅위에들어메뚜기로애굽

땅에올라와서우박에상하지아니한밭의모든채소

를먹게하라 13모세가애굽땅위에그지팡이를들매

여호와께서동풍을일으켜온낮과온밤에불게하시

니아침에미쳐동풍이메뚜기를불어들인지라 14메

뚜기가애굽온땅에이르러그사방에내리매그해가

심하니이런메뚜기는전에도없었고후에도없을러라

15메뚜기가온지면에덮여날으매땅이어둡게되었

고메뚜기가우박에상하지아니한밭의채소와나무

열매를다먹었으므로애굽전경에나무나밭의채소

나푸른것은남지아니하였더라 16바로가모세와아

론을급히불러서이르되 `내가너희하나님여호와와

너희에게득죄하였으니 17청컨대나의죄를이번만용

서하고너희하나님여호와께구하여이죽음만을내

게서떠나게하라' 18그가바로에게서나가서여호와

께구하매 19여호와께서돌이켜강렬한서풍이불게

하사메뚜기를홍해에몰아넣으시니애굽온지경에

메뚜기가하나도남지아니하니라 20그러나여호와께

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으므로이스라엘자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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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아니하였더라 2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

되하늘을향하여네손을들어서애굽땅위에흑암이

있게하라곧더듬을만한흑암이리라 22모세가하늘

을향하여손을들매캄캄한흑암이삼일동안애굽온

땅에있어서 23그동안은사람사람이서로볼수없으

며자기처소에서일어나는자가없으되이스라엘자

손의거하는곳에는광명이있었더라 24바로가모세를

불러서이르되 `너희는가서여호와를섬기되너희양

과소는머물러두고너희어린것은너희와함께갈지

니라' 25모세가가로되 `왕이라도우리하나님여호와

께드릴희생과번제물을우리에게주어야하겠고 26

우리의생축도우리와함께가고한마리도남길수없

으니이는우리가그중에서취하여우리하나님여호

와를섬길것임이며또우리가거기이르기까지는어

떤것으로여호와를섬기는지알지못함이니이다'하

나 27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으므로그

들을보내기를즐겨아니하고 28모세에게이르되 `너

는나를떠나가고스스로삼가다시내얼굴을보지말

라내얼굴을보는날에는죽으리라' 29모세가가로되

`왕의말씀이옳으니이다! 내가다시는왕의얼굴을보

지아니하리이다!'

1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기를내가이제한가

지재앙을바로와애굽에내린후에야그가너희를여

기서보낼지라그가너희를보낼때에는여기서정녕

다쫓아내리니 2백성에게말하여남녀로각기이웃들

에게은금패물을구하게하라하시더니 3여호와께서

그백성으로애굽사람의은혜를받게하셨고또그사

람모세는애굽국에서바로의신하와백성에게심히

크게뵈었더라 4모세가바로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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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말씀하시기를밤중에내가애굽가운데로들어

가리니 5애굽가운데처음난것은위에앉은바로의

장자로부터맷돌뒤에있는여종의장자까지와모든

생축의처음난것이죽을지라 6애굽전국에전무후무

한큰곡성이있으리라 7그러나이스라엘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짐승에게나개도그혀를움직이지않으리

니여호와가애굽사람과이스라엘사이에구별하는

줄을너희가알리라'하셨나니 8왕이이모든신하가

내게내려와서내게절하며이르기를 `너와너를좇는

온백성은나가라한후에야내가나가리라' 하고심히

노하여바로에게서나오니라 9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시기를바로가너희를듣지아니할찌라그러므로

내가애굽땅에서나의기사를더하리라하셨고 10모

세와아론이이모든기사를바로앞에서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으므로그가이

스라엘자손을그나라에서보내지아니하였더라

12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

라사대 2이달로너희에게달의시작곧해의첫달이

되게하고 3너희는이스라엘회중에게고하여이르라

이달열흘에너희매인이어린양을취할지니각가족

대로그식구를위하여어린양을취하되 4그어린양

에대하여식구가너무적으면그집의이웃과함께수

를따라서하나를취하며각사람의식량을따라서너

희어린양을계산할것이며 5너희어린양은흠없고

일년된수컷으로하되양이나염소중에서취하고 6

이달십사일까지간직하였다가해질때에이스라엘회

중이그양을잡고 7양을먹을집문좌우설주와인방

에바르고 8그밤에그고기를불에구워무교병과쓴

나물과아울러먹되 9날로나물에삶아서나먹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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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머리와정강이와내장을다불에구워먹고 10아침

까지남겨두지말며아침까지남은것은곧소화하라

11너희는그것을이렇게먹을지니허리에띠를띠고발

에신을신고손에지팡이를잡고급히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유월절이니라! 12내가그밤에애굽땅에두

루다니며사람과짐승을무론하고애굽나라가운데

처음난것을다치고애굽의모든신에게벌을내리리

라나는여호와로라! 13내가애굽땅을칠때에그피가

너희의거하는집에있어서너희를위하여표적이될

지라내가피를볼때에너희를넘어가리니재앙이너희

에게내려멸하지아니하리라 14너희는이날을기념

하여여호와의절기를삼아영원한규례로대대에지

킬지니라! 15너희는칠일동안무교병을먹을지니그

첫날에누룩을너희집에서제하라!무릇첫날부터칠

일까지유교병을먹는자는이스라엘에서끊쳐지리라

16너희에게첫날에도성회요제칠일에도성회가되리

니이두날에는아무일도하지말고각인의식물만너

희가갖출것이니라 17너희는무교절을지키라! 이날

에내가너희군대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었음이

니라그러므로너희가영원한규례를삼아이날을대

대로지킬지라! 18정월에그달십사일저녁부터이십

일일저녁까지너희는무교병을먹을것이요 19칠일

동안은누룩을너희집에있지않게하라무릇유교물

을먹는타국인이든지본국에서난자든지무론하고

이스라엘회중에서끊쳐지리니 20너희는아무유교물

이든지먹지말고너희모든유하는곳에서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1모세가이스라엘모든장로를불러서그

들에게이르되 `너희는나가서너희가족대로어린양

을택하여유월절양으로잡고 22너희는우슬초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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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취하여그릇에담은피에적시어서그피를문인방

과좌우설주에뿌리고아침까지한사람도자기집문

밖에나가지말라 23여호와께서애굽사람을치러두

루다니실때에문인방과좌우설주의피를보시면그

문을넘으시고멸하는자로너희집에들어가서너희

를치지못하게하실것임이니라 24너희는이일을규

례로삼아너희와너희자손이영원히지킬것이니 25

너희는여호와께서허락하신대로너희에게주시는땅

에이를때에이예식을지킬것이라 26이후에너희자

녀가묻기를이예식이무슨뜻이냐? 하거든 27너희는

이르기를이는여호와의유월절제사라여호와께서애

굽사람을치실때에애굽에있는이스라엘자손의집

을넘으사우리의집을구원하셨느니라하라' 하매백

성이머리숙여경배하니라 28이스라엘자손이물러가

서그대로행하되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명하신

대로행하니라 29밤중에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모든

처음난것곧위에앉은바로의장자로부터옥에갇힌

사람의장자까지와생축의처음난것을다치시매 30

그밤에바로와그모든신하와모든애굽사람이일어

나고애굽에큰호곡이있었으니이는그나라에사망

치아니한집이하나도없었음이었더라 31밤에바로가

모세와아론을불러서이르되 `너희와이스라엘자손

은일어나내백성가운데서떠나서너희의말대로가

서여호와를섬기며 32너희의말대로너희의양도소

도몰아가고나를위하여축복하라'하며 33애굽사람

들은말하기를 `우리가다죽은자가되도다'하고백성

을재촉하여그지경에서속히보내려하므로 34백성

이발교되지못한반죽담은그릇을옷에싸서어깨에

메니라 35이스라엘자손이모세의말대로하여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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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은금패물과의복을구하매 36여호와께서애

굽사람으로백성에게은혜를입히게하사그들의구

하는대로주게하시므로그들이애굽사람의물품을

취하였더라 37이스라엘자손이라암셋에서발행하여

숙곳에이르니유아외에보행하는장정이육십만가

량이요 38중다한잡족과양과소와심히많은생축이

그들과함께하였으며 39그들이가지고나온발교되지

못한반죽으로무교병을구웠으니이는그들이애굽에

서쫓겨남으로지체할수없었음이며아무양식도준

비하지못하였음이었더라 40이스라엘자손이애굽에

거주한지사백삼십년이라 41사백삼십년이마치는그

날에여호와의군대가다애굽땅에서나왔은즉 42이

밤은그들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심을인하여여

호와앞에지킬것이니이는여호와의밤이라이스라

엘자손이다대대로지킬것이니라 43여호와께서모

세와아론에게이르시되유월절규례가이러하니라이

방사람은먹지못할것이나 44각사람이돈으로산종

은할례를받은후에먹을것이며 45거류인과타국품

군은먹지못하리라 46한집에서먹되그고기를조금

도집밖으로내지말고뼈도꺾지말지며 47이스라엘

회중이다이것을지킬지니라 48너희와함께거하는

타국인이여호와의유월절을지키고자하거든그모든

남자는할례를받은후에야가까이하여지킬지니곧

그는본토인과같이될것이나할례받지못한자는먹

지못할것이니라 49본토인에게나너희중에우거한

이방인에게나이법이동일하니라하셨으므로 50온이

스라엘자손이이와같이행하되여호와께서모세와

아론에게명하신대로행하였으며 51그같은날에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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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께서이스라엘자손을그군대대로애굽땅에서인

도하여내셨더라

1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중에사람이나짐승이나무론하고초태생은다

거룩히구별하여내게돌리라이는내것이니라!하시

니라 3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애굽에서곧

종되었던집에서나온그날을기념하여유교병을먹

지말라여호와께서그손의권능으로너희를그곳에

서인도하여내셨음이니라 4아빕월이날에너희가나

왔으니 5여호와께서너를인도하여가나안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땅

곧네게주시려고네조상들에게맹세하신바젖과꿀

이흐르는땅에이르게하시거든너는이달에이예식

을지켜 6칠일동안무교병을먹고제칠일에는여호

와께절기를지키라 7칠일동안에는무교병을먹고유

교병을너희곳에있게하지말며네지경안에서누룩

을네게보이지도말게하며 8너는그날에네아들에

게뵈어이르기를이예식은내가애굽에서나올때에

여호와께서나를위하여행하신일을인함이라하고 9

이것으로네손의기호와네미간의표를삼고여호와

의율법으로네입에있게하라이는여호와께서능하

신손으로너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음이니 10연년

이기한에이르러이규례를지킬지니라 11여호와께서

너와네조상에게맹세하신대로너를가나안사람의

땅에인도하시고그땅을네게주시거든 12너는무릇

초태생과네게있는생축의초태생을다구별하여여

호와께돌리라수컷은여호와의것이니라 13나귀의첫

새끼는다어린양으로대속할것이요그렇게아니하

려면그목을꺽을것이며너의아들중모든장자된자



출애굽기 141

는다대속할지니라 14장래에네아들이네게묻기를

이것이어찜이냐?하거든너는그에게이르기를여호

와께서그손의권능으로우리를애굽에서곧종이되

었던집에서인도하여내실쌔 15그때에바로가강퍅

하여우리를보내지아니하매여호와께서애굽나라

가운데처음낳은것까지다죽이신고로초태생의수

컷은다여호와께희생으로드리고우리장자는다대

속하나니 16이것으로네손의기호와네미간의표를

삼으라여호와께서그손의권능으로우리를애굽에서

인도하여내셨음이니라할지니라' 17바로가백성을보

낸후에블레셋사람의땅의길은가까울지라도하나

님이그들을그길로인도하지아니하셨으니이는하

나님이말씀하시기를이백성이전쟁을보면뉘우쳐

애굽으로돌아갈까하셨음이라 18그러므로하나님이

홍해의광야길로돌려백성을인도하시매이스라엘

자손이애굽땅에서항오를지어나올때에 19모세가

요셉의해골을취하였으니이는요셉이이스라엘자손

으로단단히맹세케하여이르기를 '하나님이필연너

희를권고하시리니너희는나의해골을여기서가지고

나가라'하였음이었더라 20그들이숙곳에서발행하여

광야끝에담에장막을치니 21여호와께서그들앞에

행하사낮에는구름기둥으로그들의길을인도하시고

밤에는불기둥으로그들에게비취사주야로진행하게

하시니 22낮에는구름기둥, 밤에는불기둥이백성앞

에서떠나지아니하니라

1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을명하여돌쳐서바다와믹돌사이의비하히롯

앞곧바알스본맞은편바닷가에장막을치게하라 3

바로가이스라엘자손에대하여말하기를 `그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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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아득하여광야에갇힌바되었다할지라' 4내가

바로의마음을강퍅케한즉바로가그들의뒤를따르

리니내가그와그온군대를인하여영광을얻어애굽

사람으로나를여호와인줄알게하리라하시매무리

가그대로행하니라 5혹이백성의도망한것을애굽

왕에게고하매바로와그신하들이백성에대하여마

음이변하여가로되 '우리가어찌이같이하여이스라

엘을우리를섬김에서놓아보내었는고?' 하고 6바로

가곧그병거를갖추고그백성을데리고갈새 7특별

병거육백승과애굽의모든병거를발하니장관들이

다거느렸더라 8여호와께서애굽왕바로의마음을강

퍅케하셨으므로그가이스라엘자손의뒤를따르니

이스라엘자손이담대히나갔음이라 9애굽사람들과

바로의말들병거들과그마병과그군대가그들의뒤

를따라바알스본맞은편비하히롯곁해변그장막친

데미치니라 10바로가가까와올때에이스라엘자손

이눈을들어본즉애굽사람들이자기뒤에미친지라

이스라엘자손이심히두려워하여여호와께부르짖고

11그들이또모세에게이르되 `애굽에매장지가없으

므로당신이우리를이끌어내어이광야에서죽게하

느뇨?어찌하여당신이우리를애굽에서이끌어내어

이같이우리에게하느뇨? 12우리가애굽에서당신에

게고한말이이것이아니뇨?이르기를우리를버려두

라우리가애굽사람을섬길것이라하지아니하더뇨?

애굽사람을섬기는것이광야에서죽는것보다낫겠

노라' 13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두려워말고

가만히서서여호와께서오늘날너희를위하여행하시

는구원을보라! 너희가오늘본애굽사람을또다시는

영원히보지못하리라 14여호와께서너희를위하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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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리니너희는가만히있을지니라!' 15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어찌하여내게부르짖느뇨이

스라엘자손을명하여앞으로나가게하고 16지팡이를

들고손을바다위로내밀어그것으로갈라지게하라

이스라엘자손이바다가운데육지로행하리라 17내가

애굽사람들의마음을강퍅케할것인즉그들이그뒤

를따라들어갈것이라내가바로와그모든군대와그

병거와마병을인하여영광을얻으리니 18내가바로와

그병거와마병으로인하여영광을얻을때에야애굽

사람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하시더니 19이스라

엘진앞에행하던하나님의사자가옮겨그뒤로행하

매구름기둥도앞에서그뒤로옮겨 20애굽진과이스

라엘진사이에이르러서니저편은구름과흑암이있

고이편은밤이광명하므로밤새도록저편이이편에

가까이못하였더라 21모세가바다위로손을내어민대

여호와께서큰동풍으로밤새도록바닷물을물러가게

하시니물이갈라져바다가마른땅이된지라 22이스

라엘자손이바다가운데육지로행하고물은그들의

좌우에벽이되니 23애굽사람들과바로의말들, 병거

들과그마병들이다그뒤를쫓아바다가운데로들어

오는지라 24새벽에여호와께서불구름기둥가운데서

애굽군대를보시고그군대를어지럽게하시며 25그

병거바퀴를벗겨서달리기에극난하게하시니애굽

사람들이가로되 '이스라엘앞에서우리가도망하자!

여호와가그들을위하여싸워애굽사람들을치는도다

' 2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네손을바다위로

내어밀어물이애굽사람들과그병거들과마병들위

에다시흐르게하라하시니 27모세가곧손을바다위

로내어밀매새벽에미쳐바다의그세력이회복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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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애굽사람들이물을거스려도망하나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을바다가운데엎으시니 28물이다시흘

러병거들과기병들을덮되그들의뒤를쫓아바다에

들어간바로의군대를다덮고하나도남기지아니하

였더라 29그러나이스라엘자손은바다가운데육지로

행하였고물이좌우에벽이되었었더라 30그날에여

호와께서이같이이스라엘을애굽사람의손에서구원

하시매이스라엘이바닷가의애굽사람의시체를보았

더라 31이스라엘이여호와께서애굽사람들에게베푸

신큰일을보았으므로백성이여호와를경외하며여

호와와그종모세를믿었더라

15이때에모세와이스라엘자손이이노래로여호와

께노래하니일렀으되내가여호와를찬송하리니그는

높고영화로우심이요말과그탄자를바다에던지셨

음이로다 2여호와는나의힘이요,노래시며,나의구

원이시로다그는나의하나님이시니내가그를찬송할

것이요내아비의하나님이시니내가그를높이리로다

3여호와는용사시니여호와는그의이름이시로다 4그

가바로의병거와그군대를바다에던지시니그택한

장관이홍해에잠겼고 5큰물이그들을덮으니그들이

돌처럼깊음에내렸도다 6여호와여주의오른손이권

능으로영광을나타내시니이다여호와여! 주의오른

손이원수를부수시니이다 7주께서주의큰위엄으로

주를거스리는자를엎으시나이다주께서진노를발하

시니그진노가그들을초개같이사르니이다 8주의콧

김에물이쌓이되파도가언덕같이일어서고큰물이

바다가운데엉기니이다 9대적의말이내가쫓아미쳐

탈취물을나누리라내가그들로인하여내마음을채

우리라내가내칼을빼리니내손이그들을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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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10주께서주의바람을일으키시매바다가그

들을덮으니그들이흉용한물에납같이잠겼나이다

11여호와여! 신중에주와같은자누구니이까? 주와같

이거룩함에영광스러우며찬송할만한위엄이있으며

기이한일을행하는자누구니이까? 12주께서오른손

을드신즉땅이그들을삼켰나이다 13주께서그구속

하신백성을은혜로인도하시되주의힘으로그들을

주의성결한처소에들어가게하시나이다 14열방이듣

고떨며블레셋거민이두려움에잡히며 15에돔방백

이놀라고모압영웅이떨림에잡히며가나안거민이

다낙담하나이다 16놀람과두려움이그들에게미치매

주의팔이큼을인하여그들이돌같이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주의백성이통과하기까지곧주의사신백

성이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주께서백성을인도하

사그들을주의기업의산에심으시리이다여호와여!

이는주의처소를삼으시려고예비하신것이라주여!

이것이주의손으로세우신성소로소이다 18여호와의

다스리심이영원무궁하시도다하였더라 19바로의말

과병거와마병이함께바다에들어가매여호와께서

바닷물로그들위에돌이켜흐르게하셨으나이스라엘

자손은바다가운데서육지로행한지라 20아론의누이

선지자미리암이손에소고를잡으매모든여인도그

를따라나오며소고를잡고춤추니 21미리암이그들

에게화답하여가로되 `너희는여호와를찬송하라! 그

는높고영화로우심이요말과그탄자를바다에던지

셨음이로다'하였더라 22모세가홍해에서이스라엘을

인도하매그들이나와서수르광야로들어가서거기서

사흘길을행하였으나물을얻지못하고 23마라에이르

렀더니그곳물이써서마시지못하겠으므로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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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마라라하였더라 24백성이모세를대하여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무엇을마실까?' 하매 25모세가여호

와께부르짖었더니여호와께서그에게한나무를지시

하시니그가물에던지매물이달아졌더라거기서여

호와께서그들을위하여법도와율례를정하시고그들

을시험하실쌔 26가라사대너희가너희하나님나여

호와의말을청종하고나의보기에의를행하며내계

명에귀를기울이며내모든규례를지키면내가애굽

사람에게내린모든질병의하나도너희에게내리지

아니하리니나는너희를치료하는여호와임이니라! 27

그들이엘림에이르니거기물샘열둘과종려칠십주

가있는지라거기서그들이그물곁에장막을치니라

16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엘림에서떠나엘림과

시내산사이신광야에이르니애굽에서나온후제이

월십오일이라 2이스라엘온회중이그광야에서모세

와아론을원망하여 3그들에게이르되 `우리가애굽

땅에서고기가마곁에앉았던때와떡을배불리먹던

때에여호와의손에죽었더면좋았을것을너희가이

광야로우리를인도하여내어이온회중으로주려죽

게하는도다' 4때에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

`보라! 내가너희를위하여하늘에서양식을비같이내

리리니백성이나가서일용할것을날마다거둘것이

라이같이하여그들이나의율법을준행하나아니하

나내가시험하리라 5제육일에는그들이그거둔것

을예비할지니날마다거두던것의갑절이되리라' 6

모세와아론이온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되 `저녁이

되면너희가여호와께서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

내셨음을알것이요 7아침에는너희가여호와의영광

을보리니이는여호와께서너희가자기를향하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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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함을들으셨음이라우리가누구관대너희가우리를

대하여원망하느냐?' 8모세가또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너희에게고기를주어먹이시고아침에는떡

으로배불리시리니이는여호와께서자기를향하여너

희의원망하는그말을들으셨음이니라우리가누구냐

?너희의원망은우리를향하여함이아니요여호와를

향하여함이로다' 9모세가또아론에게이르되 `이스

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명하기를여호와께가까이

나아오라!여호와께서너희의원망함을들으셨느니라

하라' 10아론이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말하매

그들이광야를바라보니여호와의영광이구름속에

나타나더라 1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2

내가이스라엘자손의원망함을들었노라그들에게고

하여이르기를너희가해질때에는고기를먹고아침

에는떡으로배부르리니나는여호와너희의하나님인

줄알리라하라하시니라 13저녁에는메추라기가와서

진에덮이고아침에는이슬이진사면에있더니 14그

이슬이마른후에광야지면에작고둥글며서리같이

세미한것이있는지라 15이스라엘자손이보고그것이

무엇인지알지못하여서로이르되이것이무엇이냐?

하니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이는여호와께서너희에

게주어먹게하신양식이라 16여호와께서이같이명

하시기를너희각사람의식량대로이것을거둘지니

곧너희인수대로매명에한오멜씩취하되각사람이

그장막에있는자들을위하여취할지니라하셨느니라

17이스라엘자손이그같이하였더니그거둔것이많

기도하고적기도하나 18오멜로되어본즉많이거둔

자도남음이없고적게거둔자도부족함이없이각기

식량대로거두었더라 19모세가그들에게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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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든지아침까지그것을남겨두지말라' 하였으나

20그들이모세의말을청종치아니하고더러는아침까

지두었더니벌레가생기고냄새가난지라모세가그

들에게노하니라 21무리가아침마다각기식량대로거

두었고해가뜨겁게쪼이면그것이스러졌더라 22제육

일에는각사람이갑절의식물곧하나에두오멜씩거

둔지라회중의모든두목이와서모세에게고하매 23

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셨

느니라내일은휴식이니여호와께거룩한안식일이라

너희가구울것은굽고삶을것은삶고, 그나머지는다

너희를위하여아침까지간수하라' 24그들이모세의

명대로아침까지간수하였으나냄새도나지아니하고

벌레도생기지아니한지라 25모세가가로되 `오늘은

그것을먹으라오늘은여호와께안식일인즉오늘은너

희가그것을들에서얻지못하리라 26육일동안은너

희가그것을거두되제칠일은안식일인즉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제칠일에백성중더러가거두

러나갔다가얻지못하니라 2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

르시되어느때까지너희가내계명과내율법을지키

지아니하려느냐? 29볼지어다! 여호와가너희에게안

식일을줌으로제육일에는이들양식을너희에게주

는것이니너희는각기처소에있고제칠일에는아무

도그처소에서나오지말지니라 30그러므로백성이

제칠일에안식하니라 31이스라엘족속이그이름을

만나라하였으며깟씨같고도희고맛은꿀섞은과자

같았더라 32모세가가로되 `여호와께서이같이명하

시기를이것을오멜에채워서너의대대후손을위하

여간수하라이는내가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

낼때에광야에서너희에게먹인양식을그들에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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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위함이니라하셨다' 하고 33또아론에게이르되

`항아리를가져다가그속에만나한오멜을담아여호

와앞에두어너희대대로간수하라' 34아론이여호와

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그것을증거판앞에두어

간수하게하였고 35이스라엘자손이사람사는땅에

이르기까지사십년동안만나를먹되곧가나안지경

에이르기까지그들이만나를먹었더라 36오멜은에바

십분의일이더라

17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여호와의명령대로신

광야에서떠나그노정대로행하여르비딤에장막을

쳤으나백성이마실물이없는지라 2백성이모세와다

투어가로되 `우리에게물을주어마시게하라'모세가

그들에게이르되 '너희가어찌하여나와다투느냐?너

희가어찌하여여호와를시험하느냐?' 3거기서백성

이물에갈하매그들이모세를대하여원망하여가로

되당신이어찌하여우리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어서

우리와우리자녀와우리생축으로목말라죽게하느

냐? 4모세가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 `내가이백성

에게어떻게하리이까?그들이얼마아니면내게돌질

하겠나이다' 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백성앞

을지나가서이스라엘장로들을데리고하수를치던

네지팡이를손에잡고가라 6내가거기서호렙산반

석위에너를대하여서리니너는반석을치라! 그것에

서물이나리니백성이마시리라모세가이스라엘장

로들의목전에서그대로행하니라 7그가그곳이름을

맛사라또는므리바라불렀으니이는이스라엘자손이

다투었음이요또는그들이여호와를시험하여이르기

를 '여호와께서우리중에계신가아닌가' 하였음이더

라 8때에아말렉이이르러이스라엘과르비딤에서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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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라 9모세가여호수아에게이르되 `우리를위하여

사람들을택하여나가서아말렉과싸우라내일내가

하나님의지팡이를손에잡고산꼭대기에서리라' 10

여호수아가모세의말대로행하여아말렉과싸우고모

세와아론과훌은산꼭대기에올라가서 11모세가손을

들면이스라엘이이기고손을내리면아말렉이이기더

니 12모세의팔이피곤하매그들이돌을가져다가모

세의아래에놓아그로그위에앉게하고아론과훌이

하나는이편에서하나는저편에서모세의손을붙들어

올렸더니그손이해가지도록내려오지아니한지라

13여호수아가칼날로아말렉과그백성을쳐서파하니

라 1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이것을책에기록

하여기념하게하고여호수아의귀에외워들리라내

가아말렉을도말하여천하에서기억함이없게하리라

15모세가단을쌓고그이름을 `여호와닛시'라하고 16

가로되여호와께서맹세하시기를여호와가아말렉으

로더불어대대로싸우리라하셨다하였더라

18모세의장인미디안제사장이드로가하나님이모

세에게와자기백성이스라엘에게하신일곧여호와

께서이스라엘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신모든일을

들으니라 2모세의장인이드로가모세가돌려보내었

던그의아내십보라와 3그두아들을데렸으니그하

나의이름은게르솜이라이는모세가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객이되었다' 함이요 4하나의이름은엘리에

셀이라이는 `내아버지의하나님이나를도우사바로

의칼에서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모세의장인이드로

가모세의아들들과그아내로더불어광야에들어와

모세에게이르니곧모세가하나님의산에진친곳이

라 6그가모세에게전언하되 `그대의장인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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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대의아내와그와함께한그두아들로더불어그

대에게왔노라' 7모세가나가서그장인을맞아절하

고그에게입맞추고그들이서로문안하고함께장막

에들어가서 8모세가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

바로와애굽사람에게행하신모든일과길에서그들

의당한모든고난과여호와께서그들을구원하신일

을다그장인에게고하매 9이드로가여호와께서이스

라엘에게모든은혜를베푸사애굽사람의손에서구

원하심을기뻐하여 10가로되 `여호와를찬송하리로다

! 너희를애굽사람의손에서와바로의손에서건져내

시고백성을애굽사람의손밑에서건지셨도다 11이

제내가알았도다!여호와는모든신보다크시므로이

스라엘에게교만히행하는그들을이기셨도다'하고

12모세의장인이드로가번제물과희생을하나님께가

져오매아론과이스라엘모든장로가와서모세의장

인과함께하나님앞에서떡을먹으니라 13이튿날에

모세가백성을재판하느라고앉았고백성은아침부터

저녁까지모세의곁에섰는지라 14모세의장인이모세

가백성에게행하는모든일을보고가로되 `그대가이

백성에게행하는이일이어찜이뇨?어찌하여그대는

홀로앉았고백성은아침부터저녁까지그대의곁에

섰느뇨?' 15모세가그장인에게대답하되 `백성이하

나님께물으려고내게로옴이라 16그들이일이있으면

내게로오나니내가그양편을판단하여하나님의율

례와법도를알게하나이다' 17모세의장인이그에게

이르되 `그대의하는것이선하지못하도다 18그대와

그대와함께한이백성이필연기력이쇠하리니이일

이그대에게너무중함이라그대가혼자할수없으리

라 19이제내말을들으라! 내가그대에게방침을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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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니하나님이그대와함께계실지로다! 그대는백

성을위하여하나님앞에있어서소송을하나님께베

풀며 20그들에게율례와법도를가르쳐서마땅히갈

길과할일을그들에게보이고 21그대는또온백성가

운데서재덕이겸전한자곧하나님을두려워하며진

실무망하며불의한이를미워하는자를빼서백성위

에세워천부장과백부장과오십부장과십부장을삼아

22그들로때를따라백성을재판하게하라무릇큰일

이면그대에게베풀것이고무릇작은일이면그들이

스스로재판할것이니그리하면그들이그대와함께

담당할것인즉일이그대에게쉬우리라 23그대가만일

이일을하고하나님께서도그대에게인가하시면그대

가이일을감당하고이모든백성도자기곳으로평안

히가리라' 24이에모세가자기장인의말을듣고그모

든말대로하여 25이스라엘무리중에서재덕이겸전

한자를빼서그들로백성의두목곧천부장과백부장

과오십부장과십부장을삼으매 26그들이때를따라

백성을재판하되어려운일은모세에게베풀고쉬운

일은자단하더라 27모세가그장인을보내니그가자

기고향으로돌아가니라

19이스라엘자손이애굽땅에서나올때부터제삼월

곧그때에그들이시내광야에이르니라 2그들이르

비딤을떠나시내광야에이르러그광야에장막을치

되산앞에장막을치니라 3모세가하나님앞에올라

가니여호와께서산에서그를불러가라사대너는이

같이야곱족속에게이르고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라

4나의애굽사람에게어떻게행하였음과내가어떻게

독수리날개로너희를업어내게로인도하였음을너희

가보았느니라 5세계가다내게속하였나니너희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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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잘듣고내언약을지키면너희는열국중에서내

소유가되겠고 6너희가내게대하여제사장나라가되

며거룩한백성이되리라너는이말을이스라엘자손

에게고할지니라! 7모세가와서백성의장로들을불러

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그모든말씀을그앞에

진술하니 8백성이일제히응답하여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대로우리가다행하리이다!' 모세가백성의말

로여호와께회보하매 9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

되내가빽빽한구름가운데서네게일함은내가너와

말하는것을백성으로듣게하며또한너를영원히믿

게하려함이니라모세가백성의말로여호와께고하였

으므로 10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백성에

게로가서오늘과내일그들을성결케하며그들로옷

을빨고 11예비하여제삼일을기다리게하라이는제

삼일에나여호와가온백성의목전에시내산에강림

할것임이니 12너는백성을위하여사면으로지경을

정하고이르기를너희는삼가산에오르거나그지경

을범하지말지니산을범하는자는정녕죽임을당할

것이라 13손을그에게댐이없이그런자는돌에맞아

죽임을당하거나살에쐬어죽임을당하리니짐승이나

사람을무론하고살지못하리라나팔을길게불거든

산앞에이를것이니라하라 14모세가산에서내려백

성에게이르러백성으로성결케하니그들이자기옷

을빨더라 15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 `예비하여제삼

일을기다리고여인을가까이말라'하니라 16제삼일

아침에우뢰와번개와빽빽한구름이산위에있고나

팔소리가심히크니진중모든백성이다떨더라 17모

세가하나님을맞으려고백성을거느리고진에서나오

매그들이산기슭에섰더니 18시내산에연기가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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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여호와께서불가운데서거기강림하심이라그

연기가옹기점연기같이떠오르고온산이크게진동

하며 19나팔소리가점점커질때에모세가말한즉하

나님이음성으로대답하시더라 20여호와께서시내산

곧그산꼭대기에강림하시고그리로모세를부르시니

모세가올라가매 2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내

려가서백성을신칙하라백성이돌파하고나여호와께

로와서보려고하다가많이죽을까하노라 22또여호

와께가까이하는제사장들로그몸을성결히하게하

라나여호와가그들을돌격할까하노라 23모세가여

호와께고하되 `주께서우리에게명하여이르시기를

산사면에지경을세워산을거룩하게하라하셨사온즉

백성이시내산에오르지못하리이다' 24여호와께서그

에게이르시되가라너는내려가서아론과함께올라

오고제사장들과백성에게는돌파하고나여호와에게

로올라오지못하게하라내가그들을돌격할까하노

라 25모세가백성에게내려가서그들에게고하니라

20하나님이이모든말씀으로일러가라사대 2나는

너를애굽땅종되었던집에서인도하여낸너의하나

님여호와로라 3너는나외에는다른신들을네게있

게말지니라! 4너를위하여새긴우상을만들지말고

또위로하늘에있는것이나아래로땅에있는것이나

땅아래물속에있는것의아무형상이든지만들지말

며 5그것들에게절하지말며그것들을섬기지말라!

나여호와너의하나님은질투하는하나님인즉나를

미워하는자의죄를갚되아비로부터아들에게로삼

사대까지이르게하거니와 6나를사랑하고내계명을

지키는자에게는천대까지은혜를베푸느니라 7너는

너의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망령되이일컫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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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여호와의이름을망령되이일컫는자를죄없다하

지아니하리라 8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히지키라! 9

엿새동안은힘써네모든일을행할것이나 10제칠일

은너의하나님여호와의안식일인즉너나네아들이

나네육축이나네문안에유하는객이라도아무일도

하지말라 11이는엿새동안에나여호와가하늘과땅

과바다와그가운데모든것을만들고제칠일에쉬었

음이라그러므로나여호와가안식일을복되게하여

그날을거룩하게하였느니라 12네부모를공경하라!

그리하면너의하나님나여호와가네게준땅에서네

생명이길리라 13살인하지말지니라! 14간음하지말

지니라! 15도적질하지말지니라! 16네이웃에대하여

거짓증거하지말지니라! 17네이웃의집을탐내지말

지니라! 네이웃의아내나, 그의남종이나, 그의여종이

나, 그의소나, 그의나귀나, 무릇네이웃의소유를탐

내지말지니라! 18뭇백성이우뢰와번개와나팔소리

와산의연기를본지라그들이볼때에떨며멀리서서

19모세에게이르되 `당신이우리에게말씀하소서우리

가들으리이다하나님이우리에게말씀하시지말게하

소서우리가죽을까하나이다' 20모세가백성에게이

르되 `두려워말라! 하나님이강림하심은너희를시험

하고너희로경외하여범죄치않게하려하심이니라'

21백성은멀리섰고모세는하나님의계신암흑으로

가까이가니라 2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

이스라엘자손에게이같이이르라내가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말하는것을너희가친히보았으니 23너희는

나를비겨서은으로신상이나금으로신상을너희를

위하여만들지말고 24내게토단을쌓고그위에너의

양과소로너의번제와화목제를드리라내가무릇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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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기념하게하는곳에서네게강림하여복을주

리라 25네가내게돌로단을쌓거든다듬은돌로쌓지

말라네가정으로그것을쪼면부정하게함이니라 26

너는층계로내단에오르지말라네하체가그위에서

드러날까함이니라

21네가백성앞에세울율례는이러하니라 2네가히

브리종을사면그가육년동안섬길것이요제칠년에

는값없이나가자유할것이요 3그가단신으로왔으

면단신으로나갈것이요, 장가들었으면그아내도그

와함께나가려니와 4상전이그에게아내를줌으로그

아내가자녀간낳았으면그아내와그자식들은상전

에게속할것이요그는단신으로나갈것이로되 5종이

진정으로말하기를 `내가상전과내처자를사랑하니

나가서자유하지않겠노라' 하면 6상전이그를데리고

재판장에게로갈것이요또그를문이나문설주앞으

로데리고가서그것에다가송곳으로그귀를뚫을것

이라그가영영히그상전을섬기리라 7사람이그딸

을여종으로팔았으면그는남종같이나오지못할지

며 8만일상전이그를기뻐아니하여상관치아니하면

그를속신케할것이나그여자를속임이되었으니타

국인에게팔지못할것이요 9만일그를자기아들에게

주기로하였으면그를딸같이대접할것이요 10만일

상전이달리장가를들지라도그의의복과음식과동

침하는것은끊지못할것이요 11이세가지를시행하

지아니하면그는속전을내지않고거저나가게할것

이니라 12사람을쳐죽인자는반드시죽일것이나 13

만일사람이계획한일이아니라나하나님이사람을

그손에붙임이면내가위하여한곳을정하리니그사

람이그리로도망할것이며 14사람이그이웃을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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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살하였으면너는그를내단에서라도잡아내어죽일

지니라! 15자기아비나어미를치는자는반드시죽일

지니라! 16사람을후린자가그사람을팔았든지자기

수하에두었든지그를반드시죽일지니라! 17그아비

나어미를저주하는자는반드시죽일지니라! 18사람

이서로싸우다가하나가돌이나주먹으로그적수를

쳤으나그가죽지않고자리에누었다가 19지팡이를

짚고기동하면그를친자가형벌은면하되기간손해

를배상하고그로전치되게할지니라 20사람이매로

그남종이나여종을쳐서당장에죽으면반드시형벌

을받으려니와 21그가일일이나이일을연명하면형벌

을면하리니그는상전의금전임이니라 22사람이서로

싸우다가아이밴여인을다쳐낙태케하였으나다른

해가없으면그남편의청구대로반드시벌금을내되

재판장의판결을좇아낼것이니라 23그러나다른해

가있으면갚되생명은생명으로, 24눈은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손으로, 발은발로 25데운것은데움으로,

상하게한것은상함으로,때린것은때림으로갚을지

니라! 26사람이그남종의한눈이나여종의한눈을쳐

서상하게하면그눈대신에그를놓을것이며 27그남

종의한이나여종의한이를쳐서빠뜨리면그이대신

에그를놓을지니라 28소가남자나여자를받아서죽

이면그소는반드시돌에맞아죽을것이요그고기는

먹지말것이며임자는형벌을면하려니와 29소는본

래받는버릇이있고그임자는그로인하여경고를받

았으되단속하지아니하므로남녀간에받아죽이면

그소는돌로쳐죽일것이고임자도죽일것이며 30만

일그에게속죄금을명하면무릇그명한것을생명의

속으로낼것이요 31아들을받든지딸을받든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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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로그임자에게행할것이며 32소가만일남종이

나여종을받으면소임자가은삼십세겔을그상전에

게줄것이요소는돌에맞아죽을지니라! 33사람이구

덩이를열어두거나구덩이를파고덮지아니함으로

소나나귀가거기에빠지면 34그구덩이주인이잘조

처하여짐승의임자에게돈을줄것이요죽은것은그

의차지가될지니라! 35이사람의소가저사람의소를

받아죽이면산소를팔아그값을반분하고죽은것도

반분하려니와 36그소가본래받는버릇이있는줄을

알고도그임자가단속하지아니하였으면그는소로

소를갚을것이요죽은것은그의차지가될지니라

22사람이소나양을도적질하여잡거나팔면그는소

하나에소다섯으로갚고양하나에양넷으로갚을지

니라! 2도적이뚫고들어옴을보고그를쳐죽이면피

흘린죄가없으나 3해돋은후이면피흘린죄가있으

리라도적은반드시배상할것이나배상할것이없으

면그몸을팔아그도적질한것을배상할것이요 4도

적질한것이살아그손에있으면소나나귀나양을무

론하고갑절을배상할지니라! 5사람이밭에서나포도

원에서먹이다가그짐승을놓아서남의밭에서먹게

하면자기밭의제일좋은것과자기포도원의제일좋

은것으로배상할지니라! 6불이나서가시나무에미쳐

낟가리나거두지못한곡식이나전원을태우면불놓

은자가반드시배상할지니라! 7사람이돈이나물품을

이웃에게맡겨지키게하였다가그이웃의집에서봉

적하였는데그도적이잡히면갑절을배상할것이요 8

도적이잡히지아니하면그집주인이재판장앞에가

서자기가그이웃의물품에손댄여부의조사를받을

것이며 9어떠한과실에든지,소에든지,나귀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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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아무잃은물건에든지, 그

것에대하여혹이이르기를이것이그것이라하면두

편이재판장앞에나아갈것이요재판장이죄있다고

하는자가그상대편에게갑절을배상할지니라! 10사

람이나귀나소나양이나다른짐승을이웃에게맡겨

지키게하였다가죽거나상하거나몰려가도본사람이

없으면 11두사람사이에맡은자가이웃의것에손을

대지아니하였다고여호와로맹세할것이요그임자는

그대로믿을것이며그사람은배상하지아니하려니와

12만일자기에게서봉적하였으면그임자에게배상할

것이며 13만일찢겼으면그것을가져다가증거할것이

요그찢긴것에대하여배상하지않을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빌어온것이그임자가함께있지아니할때

에상하거나죽으면반드시배상하려니와 15그임자가

그것과함께하였으면배상하지않을지며세낸것도

세를위하여왔은즉배상하지않을지니라! 16사람이

정혼하지아니한처녀를꾀어동침하였으면빙폐를드

려아내로삼을것이요 17만일그아비가그로그에게

주기를거절하면그는처녀에게빙폐하는일례로돈을

낼지니라! 18너는무당을살려두지말지니라! 19짐승

과행음하는자는반드시죽일지니라! 20여호와외에

다른신에게희생을드리는자는멸할지니라! 21너는

이방나그네를압제하지말며그들을학대하지말라

너희도애굽땅에서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너는과

부나고아를해롭게하지말라! 23네가만일그들을해

롭게하므로그들이내게부르짖으면내가반드시그

부르짖음을들을지라 24나의노가맹렬하므로내가칼

로너희를죽이리니너희아내는과부가되고너희자

녀는고아가되리라 25네가만일너와함께한나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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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가난한자에게돈을꾸이거든너는그에게채주

같이하지말며변리를받지말것이며 26네가만일이

웃의옷을전당잡거든해가지기전에그에게돌려보

내라 27그몸을가릴것이이뿐이라이는그살의옷인

즉그가무엇을입고자겠느냐?그가내게부르짖으면

내가들으리니나는자비한자임이니라 28너는재판장

을욕하지말며백성의유사를저주하지말지니라! 29

너는너의추수한것과너의짜낸즙을드리기에더디

게말지며너의처음난아들들을내게줄지며 30너의

소와양도그일례로하되칠일동안어미와함께있게

하다가팔일만에내게줄지니라! 31너희는내게거룩

한사람이될지니들에서짐승에게찢긴것의고기를

먹지말고개에게던질지니라!

23너는허망한풍설을전파하지말며악인과연합하

여무함하는증인이되지말며 2다수를따라악을행

하지말며송사에다수를따라부정당한증거를하지

말며 3가난한자의송사라고편벽되이두호하지말지

니라! 4네가만일네원수의길잃은소나나귀를만나

거든반드시그사람에게로돌릴지며 5네가만일너를

미워하는자의나귀가짐을싣고엎드러짐을보거든

삼가버려두지말고그를도와그짐을부리울지니라!

6너는가난한자의송사라고공평치않게하지말며 7

거짓일을멀리하며무죄한자와의로운자를죽이지

말라! 나는악인을의롭다하지아니하겠노라 8너는

뇌물을받지말라! 뇌물은밝은자의눈을어둡게하고

의로운자의말을굽게하느니라 9너는이방나그네를

압제하지말라! 너희가애굽땅에서나그네되었었은

즉나그네의정경을아느니라 10너는육년동안은너

의땅에파종하여그소산을거두고 11제칠년에는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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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말고묵여두어서네백성의가난한자로먹게하라

그남은것은들짐승이먹으리라너의포도원과감람

원도그리할지니라 12너는육일동안에네일을하고

제칠일에는쉬라네소와나귀가쉴것이며네계집종

의자식과나그네가숨을돌리리라 13내가네게이른

모든일을삼가지키고다른신들의이름은부르지도

말며네입에서들리게도말지니라 14너는매년삼차

내게절기를지킬지니라! 15너는무교병의절기를지

키라! 내가네게명한대로아빕월의정한때에칠일동

안무교병을먹을지니이는그달에네가애굽에서나

왔음이라빈손으로내게보이지말지니라! 16맥추절

을지키라! 이는네가수고하여밭에뿌린것의첫열매

를거둠이니라수장절을지키라! 이는네가수고하여

이룬것을연종에밭에서부터거두어저장함이니라 17

너의모든남자는매년세번씩주여호와께보일지니

라! 18너는내희생의피를유교병과함께드리지말며

내절기희생의기름을아침까지남겨두지말지니라

19너의토지에서처음익은열매의첫것을가져다가

너의하나님여호와의전에드릴지니라너는염소새

끼를그어미의젖으로삶지말지니라 20내가사자를

네앞서보내어길에서너를보호하여너로내가예비

한곳에이르게하리니 21너희는삼가그목소리를청

종하고그를노엽게하지말라! 그가너희허물을사하

지아니할것은내이름이그에게있음이니라 22네가

그목소리를잘청종하고나의모든말대로행하면내

가네원수에게원수가되고네대적에게대적이될지

라 23나의사자가네앞서가서너를아모리사람과, 헷

사람과,브리스사람과,가나안사람과,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에게로인도하고나는그들을끊으리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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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그들의신을숭배하지말며섬기지말며그들의

소위를본받지말며그것들을다훼파하며그주상을

타파하고 25너의하나님여호와를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너희의양식과물에복을내리고너희중에

병을제하리니 26네나라에낙태하는자가없고잉태

치못하는자가없을것이라내가너의날수를채우리

라 27내가내위엄을네앞서보내어너의이를곳의모

든백성을파하고너의모든원수로너를등지게할것

이며 28내가왕벌을네앞에보내리니그벌이히위족

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을네앞에서쫓아내리라

29그러나그땅이황무하게되어들짐승이번성하여

너희를해할까하여일년안에는그들을네앞에서쫓

아내지아니하고 30네가번성하여그땅을기업으로

얻을때까지내가그들을네앞에서조금씩쫓아내리

라 31너의지경을홍해에서부터블레셋바다까지광야

에서부터하수까지정하고그땅의거민을네앞에서

쫓아낼지라 32너는그들과그들의신과언약하지말라

! 33그들이네땅에머무르지못할것은그들이너로내

게범죄케할까두려움이라네가그신을섬기면그것

이너의올무가되리라

24또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아론과나답과아비후

와이스라엘장로칠십인과함께여호와에게로올라와

멀리서경배하고 2너모세만여호와에게가까이나아

오고그들은가까이나아오지말며백성은너와함께

올라오지말지니라! 3모세가와서여호와의모든말씀

과그모든율례를백성에게고하매그들이한소리로

응답하여가로되 '여호와의명하신모든말씀을우리

가준행하리이다!' 4모세가여호와의모든말씀을기

록하고이른아침에일어나산아래단을쌓고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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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십이지파대로열두기둥을세우고 5이스라엘자

손의청년들을보내어번제와소로화목제를여호와께

드리게하고 6모세가피를취하여반은양푼에담고,

반은단에뿌리고 7언약서를가져백성에게낭독하여

들리매그들이가로되 `여호와의모든말씀을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모세가그피를취하여백성에게뿌려

가로되 `이는여호와께서이모든말씀에대하여너희

와세우신언약의피니라' 9모세와아론과, 나답과, 아

비후와이스라엘장로칠십인이올라가서 10이스라엘

하나님을보니그발아래에는청옥을편듯하고하늘

같이청명하더라 11하나님이이스라엘의존귀한자들

에게손을대지아니하셨고그들은하나님을보고먹

고마셨더라 1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산

에올라내게로와서거기있으라너로그들을가르치

려고내가율법과계명을친히기록한돌판을네게주

리라 13모세가그종자여호수아와함께일어나하나

님의산으로올라가며 14장로들에게이르되 `너희는

여기서우리가너희에게로돌아오기까지기다리라아

론과훌이너희와함께하리니무릇일이있는자는그

들에게로나아갈지니라' 하고 15모세가산에오르매

구름이산을가리며 16여호와의영광이시내산위에

머무르고구름이육일동안산을가리더니제칠일에

여호와께서구름가운데모세를부르시니라 17산위의

여호와의영광이이스라엘자손의눈에맹렬한불같

이보였고 18모세는구름속으로들어가서산위에올

랐으며사십일사십야를산에있으니라

2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명하여내게예물을가져오라하고무릇즐

거운마음으로내는자에게서내게드리는것을너희



출애굽기 164

는받을지니라 3너희가그들에게서받을예물은이러

하니금과은과놋과 4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베실

과, 염소털과, 5붉은물들인수양의가죽과, 해달의가

죽과,조각목과, 6등유와관유에드는향품과분향할

향을만들향품과 7호마노며에봇과흉패에물릴보석

이니라 8내가그들중에거할성소를그들을시켜나

를위하여짓되 9무릇내가네게보이는대로장막의

식양과그기구의식양을따라지을지니라 10그들은

조각목으로궤를짓되장이이규빗반,광이일규빗

반, 고가일규빗반이되게하고 11너는정금으로그것

을싸되그안팎을싸고윗가로돌아가며금테를두르

고 12금고리넷을부어만들어그네발에달되이편에

두고리요, 저편에두고리며 13조각목으로채를만들

고금으로싸고 14그채를궤양편고리에꿰어서궤를

메게하며 15채를궤의고리에꿴대로두고빼어내지

말지며 16내가네게줄증거판을궤속에둘지며 17정

금으로속죄소를만들되장이이규빗반, 광이일규빗

반이되게하고 18금으로그룹둘을속죄소두끝에쳐

서만들되 19한그룹은이끝에, 한그룹은저끝에곧

속죄소두끝에속죄소와한덩이로연하게할지며 20

그룹들은그날개를높이펴서그날개로속죄소를덮

으며그얼굴을서로대하여속죄소를향하게하고 21

속죄소를궤위에얹고내가네게줄증거판을궤속에

넣으라 22거기서내가너와만나고속죄소위곧증거

궤위에있는두그룹사이에서내가이스라엘자손을

위하여네게명할모든일을네게이르리라 23너는조

각목으로상을만들되장이이규빗,광이일규빗,고

가일규빗반이되게하고 24정금으로싸고주위에금

테를두르고 25그사면에손바닥넓이만한턱을만들



출애굽기 165

고그턱주위에금으로테를만들고 26그것을위하여

금고리넷을만들어네발위네모퉁이에달되 27턱곁

에달라이는상멜채를꿸곳이며 28또조각목으로그

채를만들고금으로싸라상을이것으로멜것이니라

29너는대접과, 숟가락과, 병과붓는잔을만들되정금

으로만들지며 30상위에진설병을두어항상내앞에

있게할지니라! 31너는정금으로등대를쳐서만들되

그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한덩이로연

하게하고 32가지여섯을등대곁에서나오게하되그

세가지는이편으로나오고그세가지는저편으로나

오게하며 33이편가지에살구꽃형상의잔셋과꽃받

침과꽃이있게하고저편가지에도살구꽃형상의잔

셋과꽃받침과꽃이있게하여등대에서나온여섯가

지를같게할지며 34등대줄기에는살구꽃형상의잔

넷과꽃받침과꽃이있게하고 35등대에서나온여섯

가지를위하여꽃받침이있게하되두가지아래한꽃

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게하며또두가지아래한꽃

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게하고 36그꽃받침과가지

를줄기와연하게하여전부를정금으로쳐만들고 37

등잔일곱을만들어그위에두어앞을비추게하며 38

그불집게와불똥그릇도정금으로만들지니 39등대와

이모든기구를정금한달란트로만들되 40너는삼가

이산에서네게보인식양대로할지니라!

26너는성막을만들되앙장열폭을가늘게꼰베실

과,청색,자색,홍색실로그룹을공교히수놓아만들

지니 2매폭의장은이십팔규빗, 광은사규빗으로각

폭의장단을같게하고 3그앙장다섯폭을서로연하

며, 다른다섯폭도서로연하고 4그앙장의연락할말

폭가에청색고를만들며, 다른연락할말폭가에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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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이하고 5앙장말폭가에고오십을달며, 다른앙

장말폭가에도고오십을달고그고들을서로대하게

하고 6금갈고리오십을만들고,그갈고리로앙장을

연합하여한성막을이룰지며 7그성막을덮는막곧

앙장을염소털로만들되열한폭을만들지며 8각폭의

장은삼십규빗, 광은사규빗으로열한폭의장단을같

게하고 9그앙장다섯폭을서로연하며, 또여섯폭을

서로연하고, 그여섯째폭절반은성막전면에접어드

리우고 10앙장을연락할말폭가에고오십을달며, 다

른연락할말폭가에도고오십을달고 11놋갈고리오

십을만들고, 그갈고리로그고를꿰어연합하여한막

이되게하고 12그막곧앙장의나머지그반폭은성막

뒤에드리우고 13막곧앙장의길이의남은것은이편

에한규빗,저편에한규빗씩성막좌우양편에덮어

드리우고 14붉은물들인수양의가죽으로막의덮개

를만들고,해달의가죽으로그웃덮개를만들지니라!

15너는조각목으로성막을위하여널판을만들어세우

되 16각판의장은십규빗, 광은일규빗반으로하고

17각판에두촉씩내어서로연하게하되너는성막널

판을다그와같이하라 18너는성막을위하여널판을

만들되, 남편을위하여널판스물을만들고 19스무널

판아래은받침마흔을만들지니이널판아래에도그

두촉을위하여두받침을만들고저널판아래에도그

두촉을위하여두받침을만들지라 20성막다른편곧

그북편을위하여도널판스물로하고 21은받침마흔

을이널판아래에도두받침,저널판아래에도두받

침으로하며 22성막뒤곧그서편을위하여는널판여

섯을만들고 23성막뒤두모퉁이편을위하여는널판

둘을만들되 24아래에서부터위까지각기두겹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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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윗고리에이르게하고두모퉁이편을다그리하

며 25그여덟널판에는은받침이열여섯이니이판아

래에도두받침이요, 저판아래에도두받침이니라 26

너는조각목으로띠를만들지니성막이편널판을위

하여다섯이요 27성막저편널판을위하여다섯이요,

성막뒤곧서편널판을위하여다섯이요, 28널판가운

데있는중간띠는이끝에서저끝에미치게하고 29그

널판들을금으로싸고그널판들의띠를꿸금고리를

만들고그띠를금으로싸라 30너는산에서보인식양

대로성막을세울지니라! 31너는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꼰베실로짜서장을만들고그위에그룹들을

공교히수놓아서 32금갈고리로네기둥위에드리우

되그네기둥을조각목으로만들고금으로싸서네은

받침위에둘지며 33그장을갈고리아래드리운후에

증거궤를그장안에들여놓으라그장이너희를위하

여성소와지성소를구별하리라 34너는지성소에있는

증거궤위에속죄소를두고 35그장바깥북편에상을

놓고남편에등대를놓아상과대하게할지며 36청색,

자색, 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짜서성막

문을위하여장을만들고 37그문장을위하여기둥다

섯을조각목으로만들어금으로싸고그갈고리도금

으로만들찌며또그기둥을위하여받침다섯을놋으

로부어만들지니라!

27너는조각목으로장이오규빗, 광이오규빗의단

을만들되네모반듯하게하며고는삼규빗으로하고

2그네모퉁이위에뿔을만들되그뿔이그것에연하

게하고그단을놋으로쌀지며 3재를담는통과, 부삽

과,대야와,고기갈고리와,불옮기는그릇을만들되

단의그릇을다놋으로만들지며 4단을위하여놋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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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만들고그위네모퉁이에놋고리넷을만들고

5그물은단사면가장자리아래곧단절반에오르게

할지며 6또그단을위하여채를만들되조각목으로

만들고놋으로쌀지며 7단양편고리에그채를꿰어

단을메게할지며 8단은널판으로비게만들되산에서

네게보인대로그들이만들지니라! 9너는성막의뜰을

만들찌니남을향하여뜰남편에광이백규빗의세마

포장을쳐서그한편을당하게할지니 10그기둥이스

물이며그받침스물은놋으로하고그기둥의갈고리

와가름대는은으로할찌며 11그북편에도광이백규

빗의포장을치되그기둥이스물이며그기둥의받침

스물은놋으로하고그기둥의갈고리와가름대는은

으로할지며 12뜰의옆곧서편에광오십규빗의포장

을치되그기둥이열이요, 받침이열이며 13동을향하

여뜰동편의광도오십규빗이될지며 14문이편을위

하여포장이십오규빗이며, 그기둥이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5문저편을위하여도포장이십오규빗이며,

그기둥이셋이요, 받침이셋이며 16뜰문을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짠이

십규빗의장이있게할지니그기둥이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17뜰사면모든기둥의가름대와갈고리는은

이요,그받침은놋이며 18뜰의장은백규빗이요,광은

오십규빗이요, 세마포장의고는오규빗이요, 그받침

은놋이며 19성막에서쓰는모든기구와그말뚝과뜰

의포장말뚝을다놋으로할지니라! 20너는또이스라

엘자손에게명하여감람으로찧어낸순결한기름을

등불을위하여네게로가져오게하고끊이지말고등

불을켜되 21아론과그아들들로회막한증거궤앞휘

장밖에서저녁부터아침까지항상여호와앞에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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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간검하게하라!이는이스라엘자손의대대로영

원한규례니라

28너는이스라엘자손중네형아론과그아들들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그와함께네

게로나아오게하여나를섬기는제사장직분을행하

게하되 2네형아론을위하여거룩한옷을지어서영

화롭고아름답게할지니 3너는무릇마음에지혜있는

자, 곧내가지혜로운영으로채운자들에게말하여아

론의옷을지어그를거룩하게하여내게제사장직분

을행하게하라 4그들의지을옷은이러하니곧흉패

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그들이네

형아론과그아들들을위하여거룩한옷을지어아론

으로내게제사장직분을행하게할지며 5그들의쓸것

은금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이니

라 6그들이금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

베실로공교히짜서에봇을짓되 7그것에견대둘을

달아그두끝을연하게하고 8에봇위에매는띠는에

봇짜는법으로금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

꼰베실로에봇에공교히붙여짤지며 9호마노두개를

취하여그위에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을새기되 10

그들의연치대로여섯이름을한보석에나머지여섯

이름은다른보석에 11보석을새기는자가인에새김

같이너는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을그두보석에새

겨금테에물리고 12그두보석을에봇두견대에붙여

이스라엘아들들의기념보석을삼되아론이여호와

앞에서그들의이름을그두어깨에메어서기념이되

게할지며 13너는금으로테를만들고 14정금으로노

끈처럼두사슬을땋고그땋은사슬을그테에달지니

라 15너는판결흉패를에봇짜는법으로금실과,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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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베실로공교히짜서만들되

16장광이한뼘씩두겹으로네모반듯하게하고 17그

것에네줄로보석을물리되첫줄은홍보석,황옥, 녹

주옥이요, 18둘째줄은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19

세째줄은호박,백마노,자수정이요, 20네째줄은녹보

석, 호마노, 벽옥으로다금테에물릴지니 21이보석들

은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대로열둘이라매보석에

열두지파의한이름씩인을새기는법으로새기고 22

정금으로노끈처럼땋은사슬을흉패위에붙이고 23

또금고리둘을만들어흉패위곧흉패두끝에그두

고리를달고 24땋은두금사슬로흉패두끝두고리에

꿰어매고 25두땋은사슬의다른두끝을에봇앞두

견대의금테에매고 26또금고리둘을만들어흉패아

래양편가안쪽곧에봇에닿은곳에달고 27또금고리

둘을만들어에봇앞두견대아래매는자리가까운편

곧공교히짠띠윗편에달고 28청색끈으로흉패고리

와에봇고리에꿰어흉패로공교히짠에봇띠위에붙

여떠나지않게하라 29아론이성소에들어갈때에는

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을기록한이판결흉패를가슴

에붙여여호와앞에영원한기념을삼을것이니라 30

너는우림과둠밈을판결흉패안에넣어아론으로여

호와앞에들어갈때에그가슴위에있게하라아론이

여호와앞에서이스라엘자손의판결을항상그가슴

위에둘지니라! 31너는에봇받침겉옷을전부청색으

로하되 32두어깨사이에머리들어갈구멍을내고그

주위에갑옷깃같이깃을짜서찢어지지않게하고 33

그옷가장자리로돌아가며청색, 자색, 홍색실로석류

를수놓고금방울을간격하여달되 34그옷가장자리

로돌아가며한금방울한석류,한금방울한석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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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하라 35아론이입고여호와를섬기러성소에들

어갈때와성소에서나갈때에그소리가들릴것이라

그리하면그가죽지아니하리라! 36너는또정금으로

패를만들어인을새기는법으로그위에새기되여호

와께성결이라하고 37그패를청색끈으로관위에매

되곧전면에있게하라 38이패가아론의이마에있어

서그로이스라엘자손의거룩하게드리는성물의죄

건을담당하게하라그패가아론의이마에늘있으므

로그성물을여호와께서받으시게되리라 39너는가

는베실로반포속옷을짜고가는베실로관을만드고

띠를수놓아만들지니라! 40너는아론의아들들을위

하여속옷을만들며그들을위하여띠를만들며그들

을위하여관을만들어서영화롭고아름답게하되 41

너는그것들로네형아론과그와함께한그아들들에

게입히고그들에게기름을부어위임하고거룩하게

하여그들로제사장직분을내게행하게할지며 42또

그들을위하여베로고의를만들어허리에서부터넓적

다리까지이르게하여하체를가리게하라 43아론과

그아들들이회막에들어갈때에나제단에가까이하

여거룩한곳에서섬길때에그것들을입어야죄를지

어서죽지아니하리니그와후손의영원히지킬규례

니라

29너는그들에게나를섬길제사장직분을위임하여

그들로거룩하게할일이이러하니곧젊은수소하나

와, 흠없는수양둘을취하고 2무교병과, 기름섞인무

교과자와, 기름바른무교전병을모두고운밀가루로

만들고 3그것들을한광주리에담고그것을광주리에

담은채그송아지와두양과함께가져오고 4너는아

론과그아들들을회막문으로데려다가물로씻기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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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을가져다가아론에게속옷과, 에봇받침겉옷과,

에봇을입히고흉패를달고에봇에공교히짠띠를띠

우고 6그머리에관을씌우고그위에성패를더하고 7

관유를가져다가그머리에부어바르고 8그아들들을

데려다가그들에게속옷을입히고 9아론과그아들들

에게띠를띠우며관을씌워서제사장의직분을그들

에게맡겨영원한규례가되게하라너는이같이아론

과그아들들에게위임하여거룩하게할지니라! 10너

는수송아지를회막앞으로끌어오고아론과그아들

들은그송아지머리에안수할지며 11너는회막문여

호와앞에서그송아지를잡고 12그피를네손가락으

로단뿔들에바르고그피전부를단밑에쏟을지며 13

내장에덮인모든기름과간위에있는꺼풀과, 두콩팥

과, 그위의기름을취하여단위에불사르고 14그수소

의고기와가죽과똥은진밖에서불사르라! 이는속죄

제니라 15너는또수양하나를취하고아론과그아들

들은그수양의머리위에안수할지며 16너는그수양

을잡고그피를취하여단위의주위에뿌리고 17그수

양의각을뜨고그장부와다리는씻어각뜬고기와그

머리와함께두고 18그수양의전부를단위에불사르

라!이는여호와께드리는번제요이는향기로운냄새

니여호와께드리는화제니라 19너는다른수양을취

하고아론과그아들들은그수양의머리위에안수할

지며 20너는그수양을잡고그피를취하여아론의오

른귓부리와, 그아들들의오른귓부리에바르고, 그오

른손엄지와, 오른발엄지에바르고그피를단주위에

뿌리고 21단위의피와관유를취하여아론과,그옷과,

그아들들과,그아들들의옷에뿌리라그와,그옷과,

그아들들과, 그아들들의옷이거룩하리라 22또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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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수양의기름과기름진꼬리와그내장에덮인기름

과간위의꺼풀과두콩팥과그것들위의기름과우편

넓적다리를취하라! 이는위임식의수양이며 23또여

호와앞에있는무교병광주리에서떡한덩이와기름

바른과자하나와전병하나를취하고 24그전부를아

론의손과그아들들의손에주고그것을흔들어여호

와앞에요제를삼을지며 25너는그것을그들의손에

서취하여단위에서번제물을더하여불사르라!이는

여호와앞에향기로운냄새니곧여호와께드리는화

제니라 26너는위임식수양의가슴을취하여여호와

앞에흔들어요제를삼으라! 이는너의분깃이니라 27

너는그흔든요제물곧아론과그아들들의위임식수

양의가슴과넓적다리를거룩하게하라 28이는이스라

엘자손이아론과그자손에게돌릴영원한분깃이요,

거제물이니곧이스라엘자손이화목제의희생중에서

취한거제물로서여호와께드리는거제물이니라 29아

론의성의는아론의후에그아들들에게돌릴지니그

들이그것을입고기름부음으로위임을받을것이며

30그를이어제사장이되는아들이회막에들어가서

성소에서섬길때에는칠일동안그것을입을지니라! 31

너는위임식수양을취하여거룩한곳에서그고기를

삶고 32아론과그아들들이회막문에서그수양의고

기와광주리에있는떡을먹을찌라 33속죄물곧그들

을위임하며그들은거룩하게하는데쓰는것은그들은

먹되타인은먹지못할지니이는성물이됨이며 34위

임식고기나떡이아침까지남았으면그것을불에사

를지니이는거룩한즉먹지못할지니라! 35너는내가

무릇네게명한대로아론과그아들들에게그같이하

여칠일동안위임식을행하되 36매일수송아지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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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기위하여속죄제를드리며또단을위하여깨

끗케하고그것에기름을부어거룩하게하라 37네가

칠일동안단을위하여속죄하여거룩하게하라!그리

하면지극히거룩한단이되리니무릇단에접촉하는

것이거룩하리라 38네가단위에드릴것은이러하니

라매일일년된어린양두마리니 39한어린양은아

침에드리고, 한어린양은저녁때에드릴지며 40한어

린양에고운밀가루에바십분일과,찧은기름힌의

사분일을더하고또전제로포도주힌의사분일을더

할지며 41한어린양은저녁때에드리되아침과일반

으로소제와전제를그것과함께드려향기로운냄새

가되게하여여호와께화제를삼을지니 42이는너희

가대대로여호와앞회막문에서늘드릴번제라내가

거기서너희와만나고네게말하리라 43내가거기서

이스라엘자손을만나리니내영광을인하여회막이

거룩하게될지라! 44내가그회막과단을거룩하게하

며아론과그아들들도거룩하게하여내게제사장직

분을행하게하며 45내가이스라엘자손중에거하여

그들의하나님이되리니 46그들은내가그들의하나님

여호와로서그들중에거하려고그들을애굽땅에서

인도하여낸줄을알리라나는그들의하나님여호와

니라!

30너는분향할단을만들지니곧조각목으로만들되

2장이일규빗, 광이일규빗으로네모반듯하게하고

고는이규빗으로하며그뿔을그것과연하게하고 3

단상면과전후좌우면과뿔을정금으로싸고주위에

금테를두를지며 4금테아래양편에금고리둘을만들

되곧그양편에만들지니이는단을메는채를꿸곳이

며 5그채를조각목으로만들고금으로싸고 6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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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궤위속죄소맞은편곧증거궤앞에있는장밖에

두라그속죄소는내가너와만날곳이며 7아론이아

침마다그위에향기로운향을사르되등불을정리할

때에사를지며 8또저녁때등불을켤때에사를지니이

향은너희가대대로여호와앞에끊지못할지며 9너희

는그위에다른향을사르지말며번제나소제를드리

지말며전제의술을붓지말며 10아론이일년일차씩

이향단뿔을위하여속죄하되속죄제의피로일년일

차씩대대로속죄할지니라! 이단은여호와께지극히

거룩하니라 1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2

네가이스라엘자손의수효를따라조사할때에조사

받은각사람은그생명의속전을여호와께드릴지니

이는그계수할때에그들중에온역이없게하려함이

라 13무릇계수중에드는자마다성소에세겔대로반

세겔을낼지니한세겔은이십게라라그반세겔을여

호와께드릴지며 14무릇계수중에드는자곧이십세

이상된자가여호와께드리되 15너희의생명을속하

기위하여여호와께드릴때에부자라고반세겔에서

더내지말고, 가난한자라고덜내지말지며 16너는이

스라엘자손에게서속전을취하여회막의봉사에쓰라

이것이여호와앞에서이스라엘자손의기념이되어서

너희의생명을속하리라 1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

가라사대 18너는물두멍을놋으로만들어씻게하되

그것을회막과단사이에두고그속에물을담으라 19

아론과그아들들이그두멍에서수족을씻되 20그들

이회막에들어갈때에물로씻어죽기를면할것이요

단에가까이가서그직분을행하여화제를여호와앞

에사를때에도그리할지니라 21이와같이그들이그

수족을씻어죽기를면할지니이는그와그자손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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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영원히지킬규례니라 22여호와께서모세에게또

일러가라사대 23너는상등향품을취하되액체몰약

오백세겔과, 그반수의향기로운육계이백오십세겔

과, 향기로운창포이백오십세겔과, 24계피오백세겔

을성소의세겔대로하고감람기름한힌을취하여 25

그것으로거룩한관유를만들되향을제조하는법대로

향기름을만들지니그것이거룩한관유가될지라 26너

는그것으로회막과증거궤에바르고 27상과그모든

기구며등대와그기구며분향단과 28및번제단과그

모든기구와물두멍과그받침에발라 29그것들을지

성물로구별하라! 무릇이것에접촉하는것이거룩하

리라 30너는아론과그아들들에게기름을발라그들

을거룩하게하고그들로내게제사장직분을행하게

하고 31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기를이것은너

희대대로내게거룩한관유니 32사람의몸에붓지말

며이방법대로이와같은것을만들지말라이는거룩

하니너희는거룩히여기라 33무릇이와같은것을만

드는자나무릇이것을타인에게붓는자는그백성중

에서끊쳐지리라하라 3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

되너는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향품을취하고

그향품을유향에섞되각기동일한중수로하고 35그

것으로향을만들되향만드는법대로만들고그것에

소금을쳐서성결하게하고 36그향얼마를곱게찧어

내가너와만날회막안증거궤앞에두라이향은너희

에게지극히거룩하니라! 37네가만들향은여호와를

위하여거룩한것이니그방법대로너희를위하여만

들지말라! 38무릇맡으려고이같은것을만드는자는

그백성중에서끊쳐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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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내가유다

지파훌의손자요우리의아들인브사렐을지명하여

부르고 3하나님의신을그에게충만하게하여지혜와

총명과지식과여러가지재주로 4공교한일을연구하

여금과은과놋으로만들게하며 5보석을깍아물리

며나무를새겨서여러가지일을하게하고 6내가또

단지파아히사막의아들오홀리압을세워그와함께

하게하며무릇지혜로운마음이있는자에게내가지

혜를주어그들로내가네게명한것을다만들게할지

니 7곧회막과, 증거궤와, 그위의속죄소와, 회막의모

든기구와 8상과, 그기구와, 정금등대와, 그모든기

구와, 분향단과 9번제단과, 그모든기구와, 물두멍과,

그받침과 10제사직을행할때에입는공교히짠의복

곧제사장아론의성의와그아들들의옷과 11관유와

성소의향기로운향이라무릇내가네게명한대로그

들이만들지니라! 1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

대 13너는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기를너희는

나의안식일을지키라! 이는나와너희사이에너희대

대의표징이니나는너희를거룩하게하는여호와인

줄너희로알게함이라 14너희는안식일을지킬지니

이는너희에게성일이됨이라무릇그날에일하는자

는그백성중에서그생명이끊쳐지리라 15엿새동안

은일할것이나제칠일은큰안식일이니여호와께거

룩한것이라무릇안식일에일하는자를반드시죽일

지니라! 16이같이이스라엘자손이안식일을지켜서

그것으로대대로영원한언약을삼을것이니 17이는

나와이스라엘자손사이에영원한표징이며나여호

와가엿새동안에천지를창조하고제칠일에쉬어평

안하였음이니라하라 18여호와께서시내산위에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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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게이르시기를마치신때에증거판둘을모세에게

주시니이는돌판이요하나님이친히쓰신것이더라

32백성이모세가산에서내려옴이더딤을보고모여

아론에게이르러가로되 '일어나라우리를인도할신

을우리를위하여만들라이모세곧우리를애굽땅에

서인도하여낸사람은어찌되었는지알지못함이라'

2아론이그들에게이르되 `너희아내와자녀의귀의

금고리를빼어내게로가져오라' 3모든백성이그귀

에서금고리를빼어아론에게로가져오매 4아론이그

들의손에서그고리를받아부어서각도로새겨송아

지형상을만드니그들이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너

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너희신이로다' 하는지

라 5아론이보고그앞에단을쌓고이에공포하여가

로되 `내일은여호와의절일이니라' 하니 6이튿날에

그들이일찌기일어나번제를드리며화목제를드리고

앉아서먹고마시며일어나서뛰놀더라 7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내려가라네가애굽땅에서

인도하여낸네백성이부패하였도다 8그들이내가그

들에게명한길을속히떠나자기를위하여송아지를

부어만들고그것을숭배하며그것에게희생을드리며

말하기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너희신이라하였

도다 9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이르시되내가이백성

을보니목이곧은백성이로다 10그런즉나대로하게

하라! 내가그들에게진노하여그들을진멸하고너로

큰나라가되게하리라 11모세가그하나님여호와께

구하여가로되 '여호와여!어찌하여애굽땅에서인도

하여내신주의백성에게진노하시나이까? 12어찌하

여애굽사람으로이르기를여호와가화를내려그백

성을산에서죽이고지면에서진멸하려고인도하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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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하게하려하시나이까?주의맹렬한노를그치시

고뜻을돌이키사주의백성에게이화를내리지마옵

소서! 13주의종아브라함과이삭과이스라엘을기억

하소서! 주께서주를가리켜그들에게맹세하여이르

시기를내가너희자손을하늘의별처럼많게하고나

의허락한이온땅을너희의자손에게주어영원한기

업이되게하리라하셨나이다' 14여호와께서뜻을돌

이키사말씀하신화를그백성에게내리지아니하시니

라 15모세가돌이켜산에서내려오는데증거의두판

이그손에있고그판의양면이편저편에글자가있으

니 16그판은하나님이만드신것이요, 글자는하나님

이쓰셔서판에새기신것이더라 17여호수아가백성의

떠듦을듣고모세에게말하되 `진중에서싸우는소리

가나나이다' 18모세가가로되 `이는승전가도아니요,

패하여부르짖는소리도아니라나의듣기에는노래하

는소리로다'하고 19진에가까이이르러송아지와그

춤추는것을보고대노하여손에서그판들을산아래

로던져깨뜨리니라 20모세가그들의만든송아지를

가져불살라부수어가루를만들어물에뿌려이스라

엘자손에게마시우니라 21모세가아론에게이르되

`이백성이네게어떻게하였기에네가그들로중죄에

빠지게하였느뇨?' 22아론이가로되 `내주여,노하지

마소서이백성의악함을당신이아나이다 23그들이

내게말하기를우리를위하여우리를인도할신을만

들라이모세곧우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사람

은어찌되었는지알수없노라하기에 24내가그들에

게이르기를금이있는자는빼어내라한즉그들이그

것을내게로가져왔기로내가불에던졌더니이송아

지가나왔나이다' 25모세가본즉백성이방자하니이



출애굽기 180

는아론이그들로방자하게하여원수에게조롱거리가

되게하였음이라 26이에모세가진문에서서가로되

`누구든지여호와의편에있는자는내게로나아오라!'

하매레위자손이다모여그에게로오는지라 27모세

가그들에게이르되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

이같이말씀하시기를너희는각각허리에칼을차고

진이문에서저문까지왕래하며각사람이그형제를,

각사람이그친구를, 각사람이그이웃을도륙하라하

셨느니라' 28레위자손이모세의말대로행하매이날

에백성중에삼천명가량이죽인바된지라 29모세가

이르되 `각사람이그아들과그형제를쳤으니오늘날

여호와께헌신하게되었느니라그가오늘날너희에게

복을내리시리라' 30이튿날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

`너희가큰죄를범하였도다내가이제여호와께로올

라가노니혹너희의죄를속할까하노라'하고 31여호

와께로다시나아가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백성

이자기들을위하여금신을만들었사오니큰죄를범

하였나이다 32그러나합의하시면이제그들의죄를사

하시옵소서! 그렇지않사오면원컨대주의기록하신

책에서내이름을지워버려주옵소서!' 33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누구든지내게범죄하면그는내가

내책에서지워버리리라 34이제가서내가네게말한

곳으로백성을인도하라내사자가네앞서가리라그

러나내가보응할날에는그들의죄를보응하리라 35

여호와께서백성을치시니이는그들이아론의만든바

그송아지를만들었음이더라

3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네가애굽땅

에서인도하여낸백성과함께여기서떠나서내가아

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맹세하기를네자손에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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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그땅으로올라가라 2내가사자를네앞서보내

어가나안사람과,아모리사람과,헷사람과,브리스

사람과,히위사람과,여부스사람을쫓아내고 3너희

로젖과꿀이흐르는땅에이르게하려니와나는너희

와함께올라가지아니하리니너희는목이곧은백성

인즉내가중로에서너희를진멸할까염려함이니라하

시니 4백성이이황송한말씀을듣고슬퍼하여한사

람도그몸을단장하지아니하니 5여호와께서모세에

게이르시기를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라너희는목이

곧은백성인즉내가순식간이라도너희중에행하면

너희를진멸하리니너희단장품을제하라! 그리하면

내가너희에게어떻게할일을알겠노라하셨음이라 6

이스라엘자손이호렙산에서부터그단장품을제하니

라 7모세가항상장막을취하여진밖에쳐서진과멀

리떠나게하고회막이라이름하니여호와를앙모하는

자는다진바깥회막으로나아가며 8모세가회막으로

나아갈때에는백성이다일어나자기장막문에서서

모세가회막에들어가기까지바라보며 9모세가회막

에들어갈때에구름기둥이내려회막문에서며여호

와께서모세와말씀하시니 10모든백성이회막문에구

름기둥이섰음을보고다일어나각기장막문에서서

경배하며 11사람이그친구와이야기함같이여호와께

서는모세와대면하여말씀하시며모세는진으로돌아

오나그수종자눈의아들청년여호수아는회막을떠

나지아니하니라 12모세가여호와께고하되 `보시옵

소서!주께서나더러이백성을인도하여올라가라하

시면서나와함께보낼자를내게지시하지아니하시

나이다주께서전에말씀하시기를나는이름으로도너

를알고너도내앞에은총을입었다하셨사온즉 13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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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참으로주의목전에은총을입게하시며이족속을

주의백성으로여기소서!' 14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

가친히가리라! 내가너로편케하리라! 15모세가여호

와께고하되 `주께서친히가지아니하시려거든우리

를이곳에서올려보내지마옵소서 16나와주의백성

이주의목전에은총입은줄을무엇으로알리이까?주

께서우리와함께행하심으로나와주의백성을천하

만민중에구별하심이아니니이까?' 17여호와께서모

세에게이르시되너의말하는이일도내가하리니너

는내목전에은총을입었고내가이름으로도너를앎

이니라 18모세가가로되 `원컨대주의영광을내게보

이소서!' 19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나의모든선한

형상을네앞으로지나게하고여호와의이름을네앞

에반포하리라나는은혜줄자에게은혜를주고긍휼

히여길자에게긍휼을베푸느니라 20또가라사대네가

내얼굴을보지못하리니나를보고살자가없음이니

라 21여호와께서가라사대보라내곁에한곳이있으

니너는그반석위에섰으라 22내영광이지날때에내

가너를반석틈에두고내가지나도록내손으로너를

덮었다가 23손을거두리니네가내등을볼것이요얼

굴은보지못하리라

3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돌판둘을처

음것과같이깍아만들라네가깨뜨린바처음것과같

이깎아만들라네가깨뜨린바처음판에있던말을내

가그판에쓰리니 2아침전에예비하고아침에시내

산에올라와산꼭대기에서내게보이되 3아무도너와

함께오르지말며온산에인적을금하고양과소도산

앞에서먹지못하게하라 4모세가돌판둘을처음것

과같이깎아만들고아침에일찌기일어나그두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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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손에들고여호와의명대로시내산에올라가니 5여

호와께서구름가운데강림하사그와함께거기서서

여호와의이름을반포하실쌔 6여호와께서그의앞으

로지나시며반포하시되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

비롭고은혜롭고노하기를더디하고인자와진실이많

은하나님이로라 7인자를천대까지베풀며악과과실

과죄를용서하나형벌받을자는결단코면죄하지않

고아비의악을자여손삼사대까지보응하리라 8모세

가급히땅에엎드리어경배하며 9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은총을입었거든원컨대주는우리중에서행하

옵소서이는목이곧은백성이니이다우리의악과죄

를사하시고우리로주의기업을삼으소서!' 10여호와

께서가라사대보라내가언약을세우나니곧내가아

직온땅아무국민에게도행치아니한이적을너희전

체백성앞에행할것이라너의머무는나라백성이다

여호와의소위를보리니내가너를위하여행할일이

두려운것임이니라 11너는내가오늘네게명하는것

을삼가지키라보라! 내가네앞에서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 여부스사람을쫓아내리니 12너는스스로삼가네가

들어가는땅의거민과언약을세우지말라그들이너

희중에올무가될까하노라 13너희는도리어그들의

단들을헐고그들의주상을깨뜨리고그들의아세라

상을찍을지어다! 14너는다른신에게절하지말라! 여

호와는질투라이름하는질투의하나님임이니라! 15너

는삼가그땅의거민과언약을세우지말지니이는그

들이모든신을음란히섬기며그신들에게희생을드

리고너를청하면네가그희생을먹을까함이며 16또

네가그들의딸들로네아들들의아내를삼음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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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딸들이그신들을음란히섬기며네아들로그들

의신들을음란히섬기게할까함이니라 17너는신상

들을부어만들지말지니라! 18너는무교절을지키되

내가네게명한대로아빕월그기한에칠일동안무교

병을먹으라이는네가아빕월에애굽에서나왔음이니

라 19무릇초태생은다내것이며무릇네가축의수컷

처음난우양도다그러하며 20나귀의첫새끼는어린

양으로대속할것이요그렇게아니하려면그목을꺾

을것이며네아들중장자는다대속할지며빈손으로

내얼굴을보지말지니라! 21너는엿새동안일하고제

칠일에는쉴지니밭갈때에나거둘때에도쉴지며 22

칠칠절곧맥추의초실절을지키고가을에는수장절을

지키라! 23너희모든남자는매년세번씩주여호와이

스라엘의하나님앞에보일지라 24내가열방을네앞

에서쫓아내고네지경을넓히리니네가매년세번씩

여호와너희하나님께보이러올때에아무사람도네

땅을탐내어엿보지못하리라! 25너는내희생의피를

유교병과함께드리지말며유월절희생을아침까지

두지말지며 26너의토지소산의처음익은것을가져

다가너의하나님여호와의전에드릴지며너는염소

새끼를그어미의젖으로삶지말지니라 27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이말들을기록하라내가이

말들의뜻대로너와이스라엘과언약을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모세가여호와와함께사십일사십야를거

기있으면서떡도먹지아니하였고물도마시지아니

하였으며여호와께서는언약의말씀곧십계를그판

들에기록하셨더라 29모세가그증거의두판을자기

손에들고시내산에서내려오니그산에서내려올때

에모세는자기가여호와와말씀하였음을인하여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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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풀에광채가나나깨닫지못하였더라 30아론과온

이스라엘자손이모세를볼때에모세의얼굴꺼풀에

광채남을보고그에게가까이하기를두려워하더니

31모세가그들을부르니아론과회중의모든어른이

모세에게로오고모세가그들과말하니 32그후에야

온이스라엘자손이가까이오는지라모세가여호와께

서시내산에서자기에게이르신말씀을다그들에게

명하고 33그들에게말하기를마치고수건으로자기얼

굴을가리웠더라 34그러나모세가여호와앞에들어가

서함께말씀할때에는나오기까지수건을벗고있다

가나와서는그명하신일을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

며 35이스라엘자손이모세의얼굴의광채를보는고로

모세가여호와께말씀하러들어가기까지다시수건으

로자기얼굴을가리웠더라

35모세가이스라엘의온회중을모으고그들에게이

르되 `여호와께서너희에게명하사행하게하신말씀

이이러하니라 2엿새동안은일하고제칠일은너희에

게성일이니여호와께특별한안식일이라무릇이날에

일하는자를죽일지니 3안식일에는너희의모든처소

에서불도피우지말지니라!' 4모세가이스라엘자손

의온회중에게고하여가로되 `여호와의명하신일이

이러하니라이르시기를 5너희의소유중에서너희는

여호와께드릴것을취하되무릇마음에원하는자는

그것을가져다가여호와께드릴지니곧금과은과놋

과 6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베실과, 염소털과 7붉

은물들인수양의가죽과, 해달의가죽과, 조각목과 8

등유와, 및관유에드는향품과, 분향할향을만드는향

품과 9호마노며,에봇과,흉패에물릴보석이니라 10

무릇너희중마음이지혜로운자는와서여호와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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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것을다만들지니 11곧성막과, 그막과, 그덮개

와, 그갈고리와, 그널판과, 그띠와, 그기둥과, 그받

침과, 12증거궤와, 그채와, 속죄소와, 그가리는장과,

13상과, 그채와, 그모든기구와, 진설병과, 14불켜는

등대와, 그기구와, 그등잔과, 등유와, 15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향품과, 성막문의장과, 16번제

단과, 그놋그물과, 그채와, 그모든기구와, 물두멍과,

그받침과, 17뜰의포장과, 그기둥과, 그받침과, 뜰문

의장과, 18장막말뚝과, 뜰의포장말뚝과, 그줄과, 19

성소에서섬기기위하여공교히만든옷곧제사직분

을행할때에입는제사장아론의거룩한옷과그아들

들의옷이니라 20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모세앞

에서물러갔더니 21무릇마음이감동된자와무릇자

원하는자가와서성막을짓기위하여그속에서쓸모

든것을위하여, 거룩한옷을위하여예물을가져여호

와께드렸으니 22곧마음에원하는남녀가와서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거리와, 여러가지금품을

가져왔으되사람마다여호와께금예물을드렸으며

23무릇청색,자색,홍색실과,가는베실과,염소털과,

붉은물들인수양의가죽과, 해달의가죽이있는자도

가져왔으며 24무릇은과놋으로예물을삼는자는가

져다가여호와께드렸으며무릇섬기는일에소용되는

조각목이있는자는가져왔으며 25마음이슬기로운

모든여인은손수실을낳고그낳은청색,자색, 홍색

실과, 가는베실을가져왔으며 26마음에감동을받아

슬기로운모든여인은염소털로실을낳았으며 27모든

족장은호마노와및에봇과흉패에물릴보석을가져

왔으며 28등불과,관유와, 분향할향에소용되는기름

과, 향품을가져왔으니 29마음에원하는이스라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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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남녀마다여호와께서모세의손을빙자하여명하

신모든것을만들기위하여물품을가져다가여호와

께즐거이드림이이러하였더라 30모세가이스라엘자

손에게이르되 `볼지어다여호와께서유다지파훌의

손자요우리의아들인브사렐을지명하여부르시고 31

하나님의신을그에게충만케하여지혜와총명과지

식으로여러가지일을하게하시되 32공교한일을연

구하여금과은과놋으로일하게하시며 33보석을깎

아물리며나무를새기는여러가지공교한일을하게

하셨고 34또그와단지파아히사막의아들오홀리압

을감동시키사가르치게하시며 35지혜로운마음을그

들에게충만하게하사여러가지일을하게하시되조

각하는일과, 공교로운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

는베실로수놓은일과짜는일과그외에여러가지일

을하게하시고공교로운일을연구하게하셨나니

36브사렐과오홀리압과및마음이지혜로운사람곧

여호와께서지혜와총명을부으사성소에쓸모든일

을할줄알게하심을입은자들은여호와의무릇명하

신대로할것이니라' 2모세가브살렐과오홀리압과

및마음이지혜로운사람곧그마음에여호와께로지

혜를얻고와서그일을하려고마음에원하는모든자

를부르매 3그들이이스라엘자손의성소의모든것을

만들기위하여가져온예물을모세에게서받으니라

그러나백성이아침마다자원하는예물을연하여가져

오는고로 4성소의모든일을하는지혜로운자들이

각기하는일을정지하고와서 5모세에게고하여가로

되 `백성이너무많이가져오므로여호와의명하신일

에쓰기에남음이있나이다' 6모세가명을내리매그

들이진중에공포하여가로되 `무론남녀하고성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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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예물을다시만들지말라' 하매백성이가져오기

를정지하니 7있는재료가모든일을하기에넉넉하여

남음이있었더라 8일하는사람중에마음이지혜로운

모든사람이열폭앙장으로성막을지었으니곧가늘

게꼰베실과,청색,자색,홍색실로그룹들을무늬놓

아짜서지은것이라 9매폭의장은이십팔규빗, 광은

사규빗으로각폭의장단을같게하여 10그다섯폭을

서로연하며, 또그다섯폭을서로연하고 11연락할말

폭가에청색고를만들며, 다른연락할말폭가에도고

를만들되 12그연락할한폭에고오십을달고, 다른

연락할한폭의가에도고오십을달아, 그고들이서로

대하게하고 13금갈고리오십을만들어, 그갈고리로

두앙장을연하여한막을이루었더라 14그성막을덮

는막곧앙장을염소털로만들되십일폭을만들었으

니 15각폭의장은삼십규빗, 광은사규빗으로십일

폭의장단을같게하여 16그앙장다섯폭을서로연하

며,또여섯폭을서로연하고 17앙장을연락할말폭가

에도고오십을달며, 다른연락할말폭가에도고오십

을달고 18놋갈고리오십을만들어, 그앙장을연합하

여한막이되게하고 19붉은물들인수양의가죽으로

막의덮개를만들고해달의가죽으로그웃덮개를만

들었더라 20그가또조각목으로성막에세울널판들을

만들었으니 21각판의장은십규빗, 광은일규빗반이

며 22각판에두촉이있어서로연하게하였으니성막

의모든판이그러하며 23성막을위하여널판을만들

었으되, 남으로는남편에널판이이십이라 24그이십

널판밑에은받침사십을만들었으되, 곧이널판밑에

도두받침이그두촉을받게하였으며 25성막다른편

곧북편을위하여도널판이십을만들고 26또은받침



출애굽기 189

사십을만들었으니곧이판밑에도두받침이요, 저판

밑에도두받침이며 27장막뒤곧서편을위하여는널

판여섯을만들었고 28장막뒤두모퉁이편을위하여

는널판둘을만들되 29아래서부터위까지각기두겹

두께로하여윗고리에이르게하고두모퉁이편을다

그리하며 30그널판은여덟이요, 그받침은은받침열

여섯이라, 각널판밑에둘씩이었더라 31그가또조각

목으로띠를만들었으니곧성막이편널판을위하여

다섯이요 32성막저편널판을위하여다섯이요, 성막

뒤곧서편널판을위하여다섯이며 33그중간띠를만

들되, 널판중간이끝에서저끝에미치게하였으며 34

그널판들을금으로싸고그널판에띠를꿸금고리를

만들고, 그띠도금으로쌌더라 35그가또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베실로장을짜고그위에그룹들

을공교히수놓고 36조각목으로네기둥을만들어금

으로쌌으며, 그갈고리는금이며기둥의네받침은은

으로부어만들었으며 37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베실로수놓아장막문을위하여장을만들고 38문

장의기둥다섯과그갈고리를만들고, 기둥머리와그

가름대를금으로쌌으며그다섯받침은놋이었더라

37브사렐이조각목으로궤를만들었으니장이이규

빗반,광이일규빗반,고가일규빗반이며 2정금으

로안팎을싸고윗가로돌아가며금테를만들었으며 3

금고리넷을부어만들어네발에달았으니곧이편에

두고리요,저편에두고리며 4조각목으로채를만들

어금으로싸고 5그채를궤양편고리에꿰어궤를메

게하였으며 6정금으로속죄소를만들었으니장이이

규빗반, 광이일규빗반이며 7금으로그룹둘을속죄

소양편에쳐서만들었으되 8한그룹은이편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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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저편끝에곧속죄소와한덩이로그양편에만

들었으니 9그룹들이그날개를높이펴서그날개로

속죄소를덮으며그얼굴을서로대하여속죄소를향

하였더라 10그가또조각목으로상을만들었으니장이

이규빗, 광이일규빗, 고가일규빗반이며 11정금으

로싸고윗가로돌아가며금테를둘렀으며 12그사면

에손바닥넓이만한턱을만들고그턱주위에금으로

테를만들었고 13상을위하여금고리넷을부어만들

어네발위네모퉁이에달았으니 14그고리가턱곁에

있어서상을메는채를꿰게하였으며 15또조각목으

로상멜채를만들어금으로쌌으며 16상위의기구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병을정금으로만들었더

라 17그가또정금으로등대를만들되그것을쳐서만

들었으니그밑판과,줄기와,잔과,꽃받침과,꽃이그

것과한덩이로되었고 18여섯가지가그곁에서나왔

으니곧등대의세가지는저편으로나왔고, 등대의세

가지는이편으로나왔으며 19이편가지에살구꽃형

상의잔셋과, 꽃받침과, 꽃이있고저편가지에살구꽃

형상의잔셋과, 꽃받침과, 꽃이있어등대에서나온여

섯가지가그러하며 20등대줄기에는살구꽃형상의

잔넷과,꽃받침과,꽃이있고 21등대에서나온여섯가

지를위하여는꽃받침이있게하였으되두가지아래

한꽃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였고또두가지아래한

꽃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게하였으니 22이꽃받침과

가지들을줄기와연하여전부를정금으로쳐서만들었

으며 23등잔일곱과, 그불집게와, 불똥그릇을정금으

로만들었으니 24등대와그모든기구는정금한달란

트로만들었더라 25그가또조각목으로분향할단을

만들었으니장이일규빗이요, 광이일규빗이라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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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하고고는이규빗이며그뿔들이단과연하였으

며 26단상면과전후좌우면과그뿔을정금으로싸고

주위에금테를둘렀고 27그테아래양편에금고리둘

을만들었으되곧그양편에만들어단을메는채를꿰

게하였으며 28조각목으로그채를만들어금으로쌌

으며 29거룩한관유와향품으로정결한향을만들었으

되향을만드는법대로하였더라

38그가또조각목으로번제단을만들었으니장이오

규빗이요, 광이오규빗이라네모반듯하고고는삼규

빗이며 2그네모퉁이위에그뿔을만들되그뿔을단

과연하게하고단을놋으로쌌으며 3단의모든기구

곧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옮기는그

릇을다놋으로만들고 4단을위하여놋그물을만들

어단사면가장자리아래두되단절반에오르게하고

5그놋그물네모퉁이에채를꿸고리넷을부어만들

었으며 6채를조각목으로만들어놋으로싸고 7단양

편고리에그채를꿰어메게하였으며단은널판으로

비게만들었더라 8그가놋으로물두멍을만들고그받

침도놋으로하였으니곧회막문에서수종드는여인들

의거울로만들었더라 9그가또뜰을만들었으니남으

로뜰의남편에는세마포포장이백규빗이라 10그기

둥이스물이며, 그받침이스물이니, 놋이요기둥의갈

고리와가름대는은이며 11그북편에도백규빗이라,

그기둥이스물이며, 그받침이스물이니, 놋이요기둥

의갈고리와가름대는은이며 12서편에포장은오십

규빗이라, 그기둥이열이요, 받침이열이며, 기둥의갈

고리와, 가름대는은이며 13동으로동편에도오십규

빗이라 14문이편의포장이십오규빗이요, 그기둥이

셋이요, 받침이셋이며 15문저편도그와같으니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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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 저편의포장이십오규빗씩이요, 그기둥이셋씩

, 받침이셋씩이라 16뜰사면의포장은세마포요 17기

둥받침은놋이요, 기둥의갈고리와가름대는은이요,

기둥머리싸개는은이며, 뜰의모든기둥에은가름대

를꿰었으며 18뜰의문장을청색,자색, 홍색실과,가늘

게꼰베실로수놓아짰으니장은이십규빗이요,광

곧고는뜰의포장과같이오규빗이며 19그기둥은넷

인데그받침넷은놋이요,그갈고리는은이요,그머

리싸개와가름대도은이며 20성막말뚝과뜰의사면

포장말뚝은다놋이더라 21성막곧증거막을위하여

레위사람의쓴재료의물목은제사장아론의아들이

다말이모세의명대로계산하였으며 22유다지파훌의

손자요우리의아들인브사렐은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하신모든것을만들었고 23단지파아히사막의아

들오홀리압은그와함께하였으니오홀리압은재능이

있어서조각하며또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베실로

수놓은자더라 24성소건축비용으로드린금은성소

의세겔대로이십구달란트와칠백삼십세겔이며 25

조사를받은회중의드린은은성소의세겔대로일백

달란트와일천칠백칠십오세겔이니 26조사를받은

자가이십세이상으로육십만삼천오백오십명인즉

성소의세겔대로매인에게은한베가곧반세겔씩이

라 27은일백달란트로성소의판장받침과문장기둥

받침합일백을부어만들었으니매받침에한달란트

씩합일백달란트요 28일천칠백칠십오세겔로기둥

갈고리를만들고기둥머리를싸고기둥가름대를만들

었으며 29드린놋은칠십달란트와이천사백세겔이

라 30이것으로회막문기둥받침과,놋단과,놋그물과,

단의모든기구를만들었으며 31뜰사면의기둥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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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그문장기둥받침이며성막의모든말뚝과뜰사면

의모든말뚝을만들었더라

39그들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청색,자

색, 홍색실로성소에서섬기기위한정교한옷을만들

고또아론을위한거룩한옷을만들었더라 2그가또

금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에봇

을만들었으되 3금실을얇게쳐서오려서실을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베실에섞어공교히짜고 4

에봇을위하여견대를만들어그두끝에달아서로연

하게하고 5에봇위에에봇을매는띠를에봇과같은

모양으로금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

실로에봇에붙여짰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

대로하였더라 6그들이또호마노를깎아금테에물려

인을새김같이이스라엘의아들들의이름을그것에

새겨 7에봇견대에달아이스라엘자손의기념보석을

삼았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하였더라

8그가또흉패를공교히짜되에봇과같은모양으로금

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하였으

니 9그것의장이한뼘, 광이한뼘으로네모반듯하고

두겹이며 10그것에네줄보석을물렸으니곧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첫줄이요 11둘째줄은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12세째줄은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13네

째줄은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다금테에물렸으니

14이보석들은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곧그들의이

름대로열둘이라인을새김같이그열두지파의각

이름을새겼으며 15그들이또정금으로사슬을노끈처

럼땋아흉패에붙이고 16또금테둘과금고리둘을만

들어그두고리를흉패두끝에달고 17그두땋은금

사슬을흉패끝두고리에꿰어매었으며 18그땋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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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의다른두끝을에봇앞두견대의금테에매고 19

또금고리둘을만들어흉패두끝에달았으니곧그에

봇에대한안쪽가에달았으며 20또금고리둘을만들

어에봇앞두견대아래매는자리가까운편곧공교히

짠에봇띠윗편에달고 21청색끈으로흉패고리와에

봇고리에꿰어흉패로공교히짠에봇띠위에붙여서

에봇을떠나지않게하였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

하신대로하였더라 22그가에봇받침긴옷을전부청

색으로짜서만들되 23그옷의두어깨사이에구멍을

내고갑옷깃같이그구멍주위에깃을짜서찢어지지

않게하고 24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베실로그옷

가장자리에석류를수놓고 25정금으로방울을만들어

그옷가장자리로돌아가며석류사이사이에달되 26

방울과석류를서로간격하여공직하는그옷가장자

리로돌아가며달았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

대로하였더라 27그들이또직조한가는베로아론과

그아들들을위하여속옷을짓고 28세마포로두건을

짓고세마포로빛난관을만들고가는베실로짜서세

마포고의들을만들고 29가는베실과,청색, 자색, 홍색

실로수놓아띠를만들었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하신대로하였더라 30그들이또정금으로거룩한패

를만들고인을새김같이그위에여호와께성결이라

새기고 31그패를청색끈으로관전면에달았으니여

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하였더라 32이스라엘

자손이이와같이성막곧회막의모든역사를준공하

여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다행하고 33그들

이성막을모세에게로가져왔으니곧막과, 그모든기

구와, 그갈고리들과, 그널판들과, 그띠들과, 그기둥

들과,그받침들과, 34붉은물들인수양의가죽덮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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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의가죽덮개와,가리우는장과, 35증거궤와,그

채들과,속죄소와, 36상과,그모든기구와,진설병과,

37정금등대와, 그잔곧벌여놓은등잔과, 그모든기

구와,등유와, 38금단과,관유와,향기로운향과,장막

문장과, 39놋단과, 그놋그물과, 그채들과, 그모든기

구와,물두멍과, 그받침과, 40뜰의포장들과,그기둥

들과, 그받침들과, 뜰문의장과, 그줄들과, 그말뚝들

과,회막의소용곧성막의모든기구와, 41성소에서섬

기기위한정교한옷곧제사직분을행할때에입는제

사장아론의거룩한옷과그아들들의옷이라 42여호

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이스라엘자손이모든역

사를필하매 43모세가그필한모든것을본즉여호와

께서명하신대로되었으므로그들에게축복하였더라

40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정월

초일일에성막곧회막을세우고 3또증거궤를들여

놓고또장으로그궤를가리우고 4또상을들여놓고

그위에물품을진설하고등대를들여놓고불을켜고

5또금향단을증거궤앞에두고성막문에장을달고 6

또번제단을회막의성막문앞에놓고 7또물두멍을

회막과단사이에놓고그속에물을담고 8또뜰주위

에포장을치고뜰문에장을달고 9또관유를취하여

성막과그안에있는모든것에발라그것과그모든기

구를거룩하게하라! 그것이거룩하리라 10너는또번

제단과그모든기구에발라그안을거룩하게하라! 그

단이지극히거룩하리라 11너는또물두멍과그받침

에발라거룩하게하고 12또아론과그아들들을회막

문으로데려다가물로씻기고 13아론에게거룩한옷을

입히고그에게기름을부어거룩하게하여그로내게

제사장의직분을행하게하라 14너는또그아들들을



출애굽기 196

데려다가그들에게겉옷을입히고 15그아비에게기름

을부음같이그들에게도부어서그들로내게제사장

직분을행하게하라그들이기름부음을받았은즉대

대로영영히제사장이되리라하시매 16모세가그같이

행하되곧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다행하였

더라 17제이년정월곧그달초일일에성막을세우니

라 18모세가성막을세우되, 그받침들을놓고그널판

들을세우고,그띠를띠우고그기둥들을세우고, 19또

성막위에막을펴고그위에덮개를덮으니여호와께

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20그가또증거판을

궤속에넣고채를궤에꿰고속죄소를궤위에두고 21

또그궤를성막에들여놓고장을드리워서그증거궤

를가리우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22그가또회막안곧성막북편으로장밖에상을놓고

23또여호와앞그상위에떡을진설하니여호와께서

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24그가또회막안곧성

막남편에등대를놓아상과대하게하고 25또여호와

앞에등잔에불을켜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

대로되니라 26그가또금향단을회막안장앞에두고

27그위에향기로운향을사르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하신대로되니라 28그가또성막문에장을달고 29

또회막의성막문앞에번제단을두고번제와소제를

그위에드리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

니라 30그가또물두멍을회막과단사이에두고거기

씻을물을담고 31자기와아론과그아들들이거기서

수족을씻되 32그들이회막에들어갈때와단에가까

이갈때에씻었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

로되니라 33그가또성막과단사면뜰에포장을치고

뜰문의장을다니라모세가이같이역사를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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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그후에구름이회막에덮이고여호와의영광이성

막에충만하매 35모세가회막에들어갈수없었으니

이는구름이회막위에덮이고여호와의영광이성막

에충만함이었으며 36구름이성막위에서떠오를때에

는이스라엘자손이그모든행하는길에앞으로발행

하였고 37구름이떠오르지않을때에는떠오르는날까

지발행하지아니하였으며 38낮에는여호와의구름이

성막위에있고밤에는불이그구름가운데있음을이

스라엘의온족속이그모든행하는길에서친히보았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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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1여호와께서회막에서모세를부르시고그에게일러

가라사대 2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중

에누구든지여호와께예물을드리려거든생축중에서

소나양으로예물을드릴지니라! 3그예물이소의번

제이면흠없는수컷으로회막문에서여호와앞에열

납하시도록드릴지니라! 4그가번제물의머리에안수

할지니그리하면열납되어그를위하여속죄가될것

이라 5그는여호와앞에서그수송아지를잡을것이요

, 아론의자손제사장들은그피를가져다가회막문앞

단사면에뿌릴것이며 6그는또그번제희생의가죽

을벗기고각을뜰것이요, 7제사장아론의자손들은

단위에불을두고불위에나무를벌여놓고 8아론의

자손제사장들은그뜬각과머리와기름을단윗불위

에있는나무에벌여놓을것이며 9그내장과정갱이

를물로씻을것이요, 제사장은그전부를단위에불살

라번제를삼을지니이는화제라여호와께향기로운

냄새니라. 10만일그예물이떼의양이나염소의번제

이면흠없는수컷으로드릴지니 11그가단북편에서

여호와앞에서잡을것이요,아론의자손제사장들은

그피를단사면에뿌릴것이며 12그는그것의각을뜨

고그머리와그기름을베어낼것이요, 제사장은그것

을다단윗불위에있는나무에벌여놓을것이며 13그

내장과정갱이를물로씻을것이요, 제사장은그전부

를가져다가단위에불살라번제를삼을지니이는화

제라여호와께향기로운냄새니라. 14만일여호와께

드리는예물이새의번제이면산비둘기나집비둘기새

끼로예물을삼을것이요, 15제사장은그것을단으로

가져다가그머리를비틀어끊고단위에불사르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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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단곁에흘릴것이며 16멱통과그더러운것은제하

여단동편재버리는곳에던지고 17또그날개자리에

서그몸을찢되아주찢지말고제사장이그것을단윗

불위의나무위에살라번제를삼을지니이는화제라

여호와께향기로운냄새니라

2누구든지소제의예물을여호와께드리려거든고운

가루로예물을삼아그위에기름을붓고또그위에유

향을놓아 2아론의자손제사장들에게로가져올것이

요제사장은그고운기름가루한줌과그모든유향을

취하여기념물로단위에불사를지니이는화제라여

호와께향기로운냄새니라. 3그소제물의남은것은

아론과그자손에게돌릴지니이는여호와의화제중

에지극히거룩한것이니라 4네가화덕에구운것으로

소제의예물을드리려거든고운가루에기름을섞어

만든무교병이나기름을바른무교병을드릴것이요, 5

번철에부친것으로소제의예물을드리려거든고운

가루에누룩을넣지말고기름을섞어 6조각으로나누

고그위에기름을부을지니이는소제니라 7네가솥

에삶은것으로소제를드리려거든고운가루와기름

을섞어만들지니라! 8너는이것들로만든소제물을

여호와께로가져다가제사장에게줄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단으로가져다가 9그소제물중에서기념할것

을취하여단위에불사를지니이는화제라여호와께

향기로운냄새니라. 10소제물의남은것은아론과그

자손에게돌릴찌니이는여호와의화제중에지극히

거룩한것이니라 11무릇너희가여호와께드리는소제

물에는모두누룩을넣지말지니너희가누룩이나꿀

을여호와께화제로드려사르지못할지니라 12처음

익은것으로는그것을여호와께드릴지나향기로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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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위하여는단에올리지말지며 13네모든소제물

에소금을치라! 네하나님의언약의소금을네소제에

빼지못할지니네모든예물에소금을드릴지니라! 14

너는첫이삭의소제를여호와께드리거든첫이삭을

볶아찧은것으로너의소제를삼되 15그위에기름을

붓고그위에유향을더할지니이는소제니라! 16제사

장은찧은곡식얼마와, 기름의얼마와, 모든유향을기

념물로불사를지니이는여호와께드리는화제니라

3사람이만일화목제의희생을예물로드리되소로

드리려거든수컷이나암컷이나흠없는것으로여호와

앞에드릴지니 2그예물의머리에안수하고회막문에

서잡을것이요, 아론의자손제사장들은그피를제단

사면에뿌릴것이며 3그는또그화목제의희생중에서

여호와께화제를드릴지니곧내장에덮인기름과, 내

장에붙은모든기름과, 4두콩팥과,그위의기름곧

허리근방에있는것과, 간에덮인꺼풀을콩팥과함께

취할것이요 5아론의자손은그것을단윗불위에있

는나무위번제물위에사를지니이는화제라여호와

께향기로운냄새니라 6만일여호와께예물로드리는

화목제의희생이양이면수컷이나암컷이나흠없는

것으로드릴지며 7만일예물로드리는것이어린양이

면그것을여호와앞으로끌어다가 8그예물의머리에

안수하고회막앞에서잡을것이요, 아론의자손은그

피를단사면에뿌릴것이며 9그는그화목제의희생

중에서여호와께화제를드릴지니그기름곧미려골

에서벤바기름진꼬리와, 내장에덮힌기름과, 내장에

붙은모든기름과, 10두콩팥과, 그위의기름곧허리

근방에있는것과, 간에덮인꺼풀을콩팥과함께취할

것이요 11제사장은그것을단위에불사를지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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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여호와께드리는식물이니라 12만일예물이염

소면그것을여호와앞으로끌어다가 13그머리에안

수하고회막앞에서잡을것이요, 아론의자손은그피

를단사면에뿌릴것이며 14그는그중에서예물을취

하여여호와께화제를드릴지니곧내장에덮인기름

과,내장에붙은모든기름과, 15두콩팥과,그위의기

름곧허리근방에있는것과, 간에덮인꺼풀을콩팥과

함께취할것이요 16제사장은그것을단위에불사를

지니이는화제로드리는식물이요,향기로운냄새라

모든기름은여호와의것이니라 17너희는기름과피를

먹지말라! 이는너희모든처소에서대대로영원한규

례니라!

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자

손에게고하여이르라누구든지여호와의금령중하

나라도그릇범하였으되 3만일기름부음을받은제사

장이범죄하여백성으로죄얼을입게하였으면그범

한죄를인하여흠없는수송아지로속죄제물을삼아

여호와께드릴지니 4곧그수송아지를회막문여호와

앞으로끌어다가그수송아지머리에안수하고그것을

여호와앞에서잡을것이요 5기름부음을받은제사장

은그수송아지의피를가지고회막에들어가서 6그

제사장이손가락에그피를찍어여호와앞곧성소장

앞에일곱번뿌릴것이며 7제사장은또그피를여호

와앞곧회막안향단뿔에바르고그송아지의피전

부를회막문앞번제단밑에쏟을것이며 8또그속죄

제물된수송아지의모든기름을취할지니곧내장에

덮인기름과, 내장에붙은모든기름과, 9두콩팥과, 그

위의기름곧허리근방에있는것과, 간에덮인꺼풀을

콩팥과, 함께취하되 10화목제희생의소에게서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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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할것이요, 제사장은그것을번제단위에불사를

것이며 11그수송아지의가죽과, 그모든고기와, 그머

리와, 다리와, 내장과, 12곧그송아지의전체를진바

깥재버리는곳인청결한곳으로가져다가불로나무

위에사르되곧재버리는곳에서사를지니라 13만일

이스라엘온회중이여호와의금령중하나라도그릇

범하여허물이있으나스스로깨닫지못하다가 14그

범한죄를깨달으면회중은수송아지를속죄제로드릴

지니그것을회막앞으로끌어다가 15회중의장로들이

여호와앞에서그수송아지머리에안수하고그것을

여호와앞에서잡을것이요 16기름부음을받은제사

장은그수송아지의피를가지고회막에들어가서 17

그제사장이손가락으로그피를찍어여호와앞장앞

에일곱번뿌릴것이며 18또그피로회막안여호와앞

에있는단뿔에바르고그피전부는회막문앞번제단

밑에쏟을것이며 19그기름은다취하여단위에불사

르되 20그송아지를속제죄의수송아지에게한것같

이할지며제사장이그것으로회중을위하여속죄한즉

그들이사함을얻으리라! 21그는그수송아지를진밖

으로가져다가첫번수송아지를사름같이사를지니이

는회중의속죄제니라 22만일족장이그하나님여호

와의금령중하나라도부지중에범하여허물이있었

다가 23그범한죄에깨우침을받거든그는흠없는수

염소를예물로가져다가 24그수염소의머리에안수하

고여호와앞번제희생을잡는곳에서잡을지니이는

속죄제라 25제사장은그속죄희생의피를손가락으로

찍어번제단뿔에바르고그피는번제단밑에쏟고 26

그모든기름은화목제희생의기름같이단위에불사

를지니이같이제사장이그범한죄에대하여그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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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속죄한즉그가사함을얻으리라! 27만일평민의

하나가여호와의금령중하나라도부지중에범하여

허물이있었다가 28그범한죄에깨우침을받거든그

는흠없는암염소를끌고와서그범한죄를인하여그

것을예물로삼아 29그속죄제희생의머리에안수하

고그희생을번제소에서잡을것이요 30제사장은손

가락으로그피를찍어번제단뿔에바르고그피전부

를단밑에쏟고 31그모든기름을화목제희생의기름

을취한것같이취하여단위에불살라여호와께향기

롭게할지니제사장이그를위하여속죄한즉그가사

함을얻으리라! 32그가만일어린양을속죄제물로가

져오려거든흠없는암컷을끌어다가 33그속죄제희

생의머리에안수하고번제희생을잡는곳에서잡아

속죄제를삼을것이요 34제사장은그속죄제희생의

피를손가락으로찍어번제단뿔에바르고그피는전

부를단밑에쏟고 35그모든기름을화목제어린양의

기름을취한것같이취하여단위여호와의화제물위

에불사를지니이같이제사장이그의범한죄에대하여

그를위하여속죄한즉그가사함을얻으리라!

5누구든지증인이되어맹세시키는소리를듣고도그

본일이나아는일을진술치아니하면죄가있나니그

허물이그에게로돌아갈것이요 2누구든지부정한들

짐승의사체나, 부정한가축의사체나, 부정한곤충의

사체들,무릇부정한것을만졌으면부지중에라할지

라도그몸이더러워져서허물이있을것이요 3혹시

부지중에사람의부정에다닥쳤는데그사람의부정이

어떠한부정이든지그것을깨달을때에는허물이있을

것이요 4혹누구든지무심중에입으로맹세를발하여

악을하리라하든지, 선을하리라하면그사람의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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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맹세를발하여말한것이어떠한일이든지깨닫

지못하다가그것을깨달을때에는그중하나에허물

이있을것이니 5이중하나에허물이있을때에는아

무일에범과하였노라자복하고 6그범과를인하여여

호와께속건제를드리되양떼의암컷어린양이나염

소를끌어다가속죄제를드릴것이요제사장은그의

허물을위하여속죄할지니라! 7만일힘이어린양에

미치지못하거든그범과를속하기위하여산비둘기

둘이나집비둘기새끼둘을여호와께로가져가되하

나는속죄제물을삼고, 하나는번제물을삼아 8제사장

에게로가져갈것이요, 제사장은그속죄제물을먼저

드리되그머리를목에서비틀어끊고몸은아주쪼개

지말며 9그속죄제물의피를단곁에뿌리고그남은

피는단밑에흘릴지니이는속죄제요 10그다음것은

규례대로번제를드릴지니제사장이그의범과를위하

여속한즉그가사함을얻으리라! 11만일힘이산비둘

기둘이나집비둘기둘에도미치지못하거든그범과

를인하여고운가루에바십분일을예물로가져다가

속죄제물로드리되이는속죄제인즉그위에기름을

붓지말며유향을놓지말고 12그것을제사장에게로

가져갈것이요,제사장은그것을기념물로한움큼을

취하여단위여호와의화제물위에불사를지니이는

속죄제라 13제사장이그가이중에하나를범하여얻

은허물을위하여속한즉그가사함을얻으리라! 그나

머지는소제물같이제사장에게돌릴지니라! 14여호와

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5누구든지여호와의성

물에대하여그릇범과하였거든여호와께속건제를드

리되너의지정한가치를따라성소의세겔로몇세겔

은에상당한흠없는수양을떼중에서끌어다가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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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드려서 16성물에대한범과를갚되그것에오분

일을더하여제사장에게줄것이요제사장은그속건

제의수양으로그를위하여속한즉그가사함을얻으

리라! 17만일누구든지여호와의금령중하나를부지

중에범하여도허물이라벌을당할것이니 18그는너

의지정한가치대로떼중흠없는수양을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가져올것이요, 제사장은그의부지중에

그릇범한허물을위하여속한즉그가사함을얻으리

라! 19이는속건제니그가실로여호와앞에범과함이

니라

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누구든지여

호와께신실치못하여범죄하되곧남의물건을맡거

나전당잡거나강도질하거나늑봉하고도사실을부인

하거나 3남의잃은물건을얻고도사실을부인하여거

짓맹세하는등사람이이모든일중에하나라도행하

여범죄하면 4이는죄를범하였고죄가있는자니그

빼앗은것이나늑봉한것이나맡은것이나얻은유실

물이나 5무릇그거짓맹세한물건을돌려보내되곧

그본물에오분일을더하여돌려보낼것이니그죄가

드러나는날에그임자에게줄것이요 6그는또그속

건제를여호와께가져올지니곧너의지정한가치대

로떼중흠없는수양을속건제물을위하여제사장에

게로끌어올것이요 7제사장은여호와앞에서그를

위하여속죄한즉그는무슨허물이든지사함을얻으리

라! 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9아론과그

자손에게명하여이르라번제의규례는이러하니라번

제물은단위석쇠위에아침까지두고단의불로그위

에서꺼지지않게할것이요 10제사장은세마포긴옷

을입고세마포고의로하체를가리우고단위에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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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제의재를가져다가단곁에두고 11그옷을벗고다

른옷을입고그재를진바깥정결한곳으로가져갈

것이요 12단위에불은항상피워꺼지지않게할지니

제사장은아침마다나무를그위에태우고번제물을

그위에벌여놓고화목제의기름을그위에사를지며

13불은끊이지않고단위에피워꺼지지않게할지니

라 14소제의규례는이러하니라아론의자손은그것을

단앞여호와앞에드리되 15그소제의고운기름가루

한웅큼과소제물위의유향을다취하여기념물로단

위에불살라여호와앞에향기로운냄새가되게하고

16그나머지는아론과그자손이먹되누룩을넣지말

고거룩한곳회막뜰에서먹을지니라! 17그것에누룩

을넣어굽지말라! 이는나의화제중에서내가그들에

게주어그소득이되게하는것이라속죄제와속건제

같이지극히거룩한즉 18무릇아론자손의남자는이

를먹을지니이는여호와의화제중에서그들의대대

로영원한소득이됨이라이를만지는자마다거룩하

니라! 19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0아론

과그자손이기름부음을받는날에여호와께드릴예

물은이러하니라고운가루에바십분일을항상드리

는소제물로삼아그절반은아침에, 절반은저녁에드

리되 21그것을기름으로반죽하여번철에굽고기름에

적시어다가썰어소제로여호와께드려향기로운냄새

가되게하라 22이소제는아론의자손중기름부음을

받고그를이어제사장된자가드릴것이요, 영원한규

례로여호와께온전히불사를것이니 23무릇제사장의

소제물은온전히불사르고먹지말지니라! 24여호와께

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5아론과그아들들에게

고하여이르라! 속죄제의규례는이러하니라속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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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은지극히거룩하니여호와앞번제희생을잡는

곳에서그속죄제희생을잡을것이요 26죄를위하여

제사드리는제사장이그것을먹되곧회막뜰거룩한

곳에서먹을것이며 27무릇그고기에접촉하는자는

거룩할것이며그피가어떤옷에든지묻었으면묻은

그것을거룩한곳에서빨것이요 28그고기를토기에

삶았으면그그릇을깨뜨릴것이요,유기에삶았으면

그그릇을닦고물에씻을것이며 29그고기는지극히

거룩하니제사장의남자마다먹을것이니라 30그러나

피를가지고회막에들어가성소에서속하게한속죄

제희생의고기는먹지못할지니불사를지니라

7속건제의규례는이러하니라이는지극히거룩하니

2번제희생을잡는곳에서속건제의희생을잡을것이

요제사장은그피를단사면에뿌릴것이며 3그모든

기름을드리되곧그기름진꼬리와, 내장에덮인기름

과, 4두콩팥과,그위의기름곧허리근방에있는것

과,간에덮인꺼풀을콩팥과함께취하고 5제사장은

그것을다단위에불살라여호와께화제로드릴것이

니라이는속건제요 6지극히거룩하니이것을제사장

의남자마다먹되거룩한곳에서먹을지며 7속건제나

속죄제는일례니그제육은속하는제사장에게로돌아

갈것이요 8사람의번제를드리는제사장곧그제사

장은그드린번제물의가죽을자기가얻을것이며 9

무릇화덕에구운소제물과솥에나번철에만든소제

물은그드린제사장에게로돌아갈것이니 10무릇소

제물은기름섞은것이나마른것이나아론의모든자

손이평균히분배할것이니라 11여호와께드릴화목제

희생의규례는이러하니라 12만일그것을감사하므로

드리거든기름섞은무교병과기름바른무교병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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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가루에기름섞어구운과자를그감사희생과함께

드리고 13또유교병을화목제의감사희생과함께그

예물에드리되 14그전체의예물중에서하나씩여호

와께거제로드리고그것을화목제의피를뿌린제사

장들에게로돌릴지니라! 15감사함으로드리는화목제

희생의고기는드리는그날에먹을것이요, 조금이라

도이튿날아침까지두지말것이니라 16그러나그희

생의예물이서원이나자원의예물이면그희생을드

린날에먹을것이요, 그남은것은이튿날에도먹되 17

그희생의고기가제삼일까지남았으면불사를지니

18만일그화목제희생의고기를제삼일에조금이라

도먹으면그제사는열납되지않을것이라드린자에

게도예물답게못되고도리어가증한것이될것이며

그것을먹는자는죄를당하리라 19그고기가부정한

물건에접촉되었으면먹지말고불사를것이라그고

기는깨끗한자만먹을것이니 20만일몸이부정한자

가여호와께속한화목제희생의고기를먹으면그사

람은자기백성중에서끊쳐질것이요 21만일누구든

지부정한것곧사람의부정이나부정한짐승이나부

정하고가증한아무물건이든지만지고여호와께속한

화목제희생의고기를먹으면그사람도자기백성중

에서끊쳐지리라! 2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

대 23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는소나

양이나염소의기름을먹지말것이요 24스스로죽은

것의기름이나짐승에게찢긴것의기름은달리는쓰

려니와결단코먹지말지니라 25사람이여호와께화제

로드리는희생의기름을먹으면그먹는자는자기백

성중에서끊쳐지리라! 26너희의사는모든곳에서무

슨피든지새나짐승의피를먹지말라! 27무슨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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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사람이있으면그사람은다자기백성중에서끊

쳐지리라! 2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9

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화목제의희생을여

호와께드리려는자는그화목제희생중에서그예물

을취하여여호와께가져오되 30여호와의화제는그

사람이자기손으로가져올지니곧그제물의기름과

가슴을가져올것이요제사장은그가슴을여호와앞

에흔들어요제를삼고 31그기름은단위에불사를것

이며가슴은아론과그자손들에게돌릴것이며 32또

너희는그화목제희생의우편뒷다리를제사장에게

주어거제를삼을지니 33아론의자손중화목제희생

의피와기름을드리는자가그우편뒷다리를자기의

소득으로삼을것이라 34내가이스라엘자손의화목제

중에서그흔든가슴과든뒷다리를취하여제사장아

론과그자손에게주었나니이는이스라엘자손에게

받을영원한소득이니라 35이는여호와의화제중에서

아론에게돌릴것과그자손에게돌릴것이니그들을

세워여호와의제사장의직분을행하게한날 36곧그

들에게기름부은날에여호와께서명하사이스라엘

자손중에서그들에게돌리게하신것이라대대로영

원히받을소득이니라 37이는번제와,소제와, 속죄제

와,속건제와,위임제와,화목제의규례라 38여호와께

서시내광야에서이스라엘자손에게그예물을여호

와께드리라명하신날에시내산에서이같이모세에게

명하셨더라

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아론과,

그아들들과, 그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수송아지와

수양둘과무교병한광주리를이끌고 3온회중을회

막문에모으라 4모세가여호와꼐서자기에게명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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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하매회중이회막문에모인지라 5모세가회중에

게이르되 '여호와께서행하라고명하신것이이러하

니라'하고 6아론과그아들들을데려다가물로그들

을씻기고 7아론에게속옷을입히며띠를띠우고겉옷

을입히며에봇을더하고에봇의기묘하게짠띠를띠

워서에봇을몸에매고 8흉패를붙이고흉패에우림과

둠밈을넣고 9그머리에관을씌우고그관위전면에

금패를붙이니곧거룩한관이라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하심과같았더라 10모세가관유를취하여장막과그

안에있는모든것에발라거룩하게하고 11또단에일

곱번뿌리고또그단과그모든기구와물두멍과그받

침에발라거룩하게하고 12또관유로아론의머리에

부어발라거룩하게하고 13모세가또아론의아들들

을데려다가그들에게속옷을입히고띠를띠우며관

을씌웠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심과같았더라

14모세가또속죄제의수송아지를끌어오니아론과그

아들들이그속죄제수송아지머리에안수하매 15모세

가잡고그피를취하여손가락으로그피를단의네귀

퉁이뿔에발라단을깨끗하게하고그피는단밑에쏟

아단을속하여거룩하게하고 16또내장에덮인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콩팥과, 그기름을취하여단위

에불사르고 17그수송아지곧그가죽과고기와똥은

진밖에불살랐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심과같

았더라 18또번제의수양을드릴새아론과그아들들

이그수양의머리에안수하매 19모세가잡아그피를

단주위에뿌리고 20그수양의각을뜨고그머리와각

뜬것과기름을불사르고 21물로내장과정갱이들을

씻고그수양의전부를단위에불사르니이는향기로

운냄새를위하여드리는번제로여호와께드리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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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심과같았더라 22또다

른수양곧위임식의수양을드릴새아론과그아들들

이그수양의머리에안수하매 23모세가잡고그피를

취하여아론의오른귓부리와, 오른손엄지가락과, 오

른발엄지가락에바르고 24아론의아들들을데려다가

그오른귓부리와, 오른손엄지가락과, 오른발엄지가

락에그피를바르고또그피를단주위에뿌리고 25그

가또그기름과,기름진꼬리와,내장에덮인모든기

름과, 간꺼풀과, 두콩팥과, 기름과, 우편뒷다리를취

하고 26여호와앞무교병광주리에서무교병한개와

기름섞은떡한개와전병한개를취하여그기름위에

와우편뒷다리위에놓아 27그전부를아론의손과그

아들들의손에두어여호와앞에흔들어요제를삼게

하고 28모세가그것을그들의손에서취하여단윗번

제물위에불사르니이는향기로운냄새를위하여드

리는위임식제사로여호와께드리는화제라 29이에

모세가그가슴을취하여여호와앞에흔들어요제를

삼았으니이는위임식수양의모세의응식이라여호와

께서모세에게명하심과같았더라 30모세가관유와단

위의피를취하여아론과그옷과그아들들과그아들

들의옷에뿌려서아론과그옷과그아들들과그아들

들의옷을거룩하게하고 31아론과그아들들에게이

르되 `내게이미명하시기를아론과그아들들은먹으

라하셨은즉너희는회막문에서그고기를삶아위임

식광주리안의떡과아울러그곳에서먹고 32고기와

떡의나머지는불사를지며 33위임식은칠일동안행하

나니위임식이마치는날까지칠일동안은회막문에

나가지말라 34오늘날행한것은여호와께서너희를

위하여속하게하시려고명하신것이니 35너희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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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를회막문에거하여여호와의부탁을지키라!그

리하면사망을면하리라내가이같이명령을받았느니

라' 36아론과그아들들이여호와께서모세로명하신

모든일을준행하니라

9제팔일에모세가아론과그아들들과이스라엘장

로들을불러다가 2아론에게이르되 `흠없는송아지를

속죄제를위하여취하고흠없는수양을번제를위하

여취하여여호와앞에드리고 3이스라엘자손에게고

하여이르기를너희는수염소를속죄제를위하여취하

고또송아지와어린양의일년되고흠없는것을번제

를위하여취하고 4또화목제를위하여여호와앞에

드릴수소와수양을취하고또기름섞은소제물을가

져오라하라오늘여호와께서너희에게나타나실것임

이니라' 하매 5그들이모세의명한모든것을회막앞

으로가져오고온회중이나아와여호와앞에선지라

6모세가가로되 `이는여호와께서너희에게하라고명

하신것이니여호와의영광이너희에게나타나리라' 7

그가또아론에게이르되 `너는단에나아가네속죄제

와네번제를드려서너를위하여, 백성을위하여속하

고또백성의예물을드려서그들을위하여속하되무

릇여호와의명대로하라' 8이에아론이단에나아가

자기를위한속죄제송아지를잡으매 9아론의아들들

이그피를아론에게받들어주니아론이손가락으로

그피를찍어단뿔들에바르고그피는단밑에쏟고 10

그속죄제희생의기름과콩팥과간꺼풀을단위에불

사르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심과같았고 11그고

기와가죽은진밖에서불사르니라 12아론이또번제

희생을잡으매아론의아들들이그피를그에게로가

져오니그가그피를단주위에뿌리고 13그들이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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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희생곧그각과머리를그에게로가져오매그가

단위에불사르고 14또내장과정갱이는씻어서단윗

번제물위에불사르니라 15그가또백성의예물을드

리되곧백성을위한속죄제의염소를취하여잡아전

과같이죄를위하여드리고 16또번제희생을드리되

규례대로드리고 17또소제를드리되그중에서한움

큼을취하여아침번제물에더하여단위에불사르고

18또백성을위하는화목제희생의수소와수양을잡

으매아론의아들들이그피를그에게로가져오니그

가단주위에뿌리고 19그들이또수소와, 수양의기름

과, 기름진꼬리와, 내장에덮인것과, 콩팥과, 간꺼풀

을아론에게로가져다가 20그기름을가슴들위에놓

으매아론이그기름을단위에불사르고 21가슴들과

우편뒷다리를그가여호와앞에요제로흔드니모세

의명한것과같았더라 22아론이백성을향하여손을

들어축복함으로속죄제와번제와화목제를필하고내

려오니라 23모세와아론이회막에들어갔다가나와서

백성에게축복하매여호와의영광이온백성에게나타

나며 24불이여호와앞에서나와단위의번제물과기

름을사른지라온백성이이를보고소리지르며엎드

렸더라

10아론의아들나답과아비후가각기향로를가져다

가여호와의명하시지않은다른불을담아여호와앞

에분향하였더니 2불이여호와앞에서나와그들을삼

키매그들이여호와앞에서죽은지라 3모세가아론에

게이르되 `이는여호와의말씀이라! 이르시기를나는

나를가까이하는자중에내가거룩하다함을얻겠고

온백성앞에내가영광을얻으리라하셨느니라' 아론

이잠잠하니 4모세가아론의아자비웃시엘의아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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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엘과엘사반을불러그들에게이르되 '나아와너희

형제들을성소앞에서진밖으로메어가라' 하매 5그

들이나아와모세의명대로그들을옷입은채진밖으

로메어내니 6모세가아론과그아들엘르아살과이다

말에게이르되 `너희는머리를풀거나옷을찢지말아

서너희죽음을면하고여호와의진노가온회중에게

미침을면케하라오직너희형제이스라엘온족속이

여호와의치신불로인하여슬퍼할것이니라 7여호와

의관유가너희에게있은즉너희는회막문에나가지

말아서죽음을면할지니라'그들이모세의명대로하

니라 8여호와께서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9너나네

자손들이회막에들어갈때에는포도주나독주를마시

지말아서너희사망을면하라! 이는너희대대로영영

한규례라 10그리하여야너희가거룩하고속된것을

분별하며부정하고정한것을분별하고 11또여호와가

모세로명한모든규례를이스라엘자손에게가르치리

라 12모세가아론과그남은아들엘르아살에게와이

다말에게이르되여호와께드린화제중소제의남은

것은지극히거룩하니너희는그것을취하여누룩을

넣지말고단곁에서먹되 13이는여호와의화제중네

응식과네아들의응식인즉너희는그것을거룩한곳

에서먹으라! 내가명령을받았느니라 14흔든가슴과

든뒷다리는너와네자녀가너와함께정결한곳에서

먹을지니이는이스라엘자손의화목제희생중에서

네응식과네자손의응식으로주신것임이니라 15그

든뒷다리와흔든가슴으로화제의기름과함께가져

다가여호와앞에흔들어요제를삼을지니이는여호

와의명령대로너와네자손의영원한응식이니라' 16

모세가속죄제드린염소를찾은즉이미불살랐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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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아론의남은아들엘르아살과이다말에게노하여

가로되 17 `이 속죄제희생은지극히거룩하거늘너희

가어찌하여거룩한곳에서먹지아니하였느뇨?이는

너희로회중의죄를담당하여그들을위하여여호와

앞에속하게하려고너희에게주신것이니라 18그피

를성소에들여오지아니하였으니그제육은너희가

나의명한대로거룩한곳에서먹었어야할것이니라'

19아론이모세에게이르되 `오늘그들이그속죄제와

번제를여호와께드렸어도이런일이내게임하였거늘

오늘내가속죄제육을먹었더면여호와께서어찌선

히여기셨으리요' 20모세가그말을듣고좋게여겼더

라

11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고하여그들에게이

르시되 2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육지모든

짐승중너희의먹을만한생물은이러하니 3짐승중무

릇굽이갈라져쪽발이되고새김질하는것은너희가

먹되 4새김질하는것이나굽이갈라진짐승중에도너

희가먹지못할것은이러하니약대는새김질은하되

굽이갈라지지아니하였으므로너희에게부정하고 5

사반도새김질은하되굽이갈라지지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부정하고 6토끼도새김질은하되굽이갈라

지지아니하였으므로너희에게부정하고 7돼지는굽

이갈라져쪽발이로되새김질을못하므로너희에게부

정하니 8너희는이고기를먹지말고그주검도만지

지말라이것들은너희에게부정하니라 9물에있는모

든것중너희의먹을만한것은이것이니무릇강과바

다와다른물에있는것중에지느러미와비늘있는것

은너희가먹되 10무릇물에서동하는것과, 무릇물에

서사는것곧무릇강과, 바다에있는것으로서지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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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비늘없는것은너희에게가증한것이라 11이들

은너희에게가증한것이니너희는그고기를먹지말

고그주검을가증히여기라 12수중생물에지느러미

와비늘없는것은너희에게가증하니라 13새중에너

희가가증히여길것은이것이라이것들이가증한즉

먹지말지니곧독수리와,솔개와, 어응과, 14매와,매

종류와, 15까마귀종류와 16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

기와, 새매종류와, 17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18

따오기와,당아와,올응과, 19학과,황새종류와,대승

과, 박쥐니라 20날개가있고네발로기어다니는곤충

은너희에게가증하되 21오직날개가있고네발로기

어다니는모든곤충중에그발에뛰는다리가있어서

땅에서뛰는것은너희가먹을지니 22곧그중에메뚜

기종류와, 베짱이종류와, 귀뚜라미종류와, 팟종이종

류는너희가먹으려니와 23오직날개가있고기어다니

는곤충은다너희에게가증하니라 24이런유는너희

를부정케하나니누구든지이것들의주검을만지면

저녁까지부정할것이며 25무릇그주검을옮기는자

는그옷을빨지니저녁까지부정하리라 26무릇굽이

갈라진짐승중에쪽발이아닌것이나새김질아니하

는것의주검은다네게부정하니만지는자는부정할

것이요 27네발로다니는모든짐승중발바닥으로다

니는것은다네게부정하니그주검을만지는자는저

녁까지부정할것이며 28그주검을옮기는자는그옷

을빨지니저녁까지부정하리라그것들이네게부정하

니라 29땅에기는바기는것중에네게부정한것은이

러하니곧쪽제비와, 쥐와, 도마뱀종류와, 30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31

모든기는것중이것들은네게부정하니무릇그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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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만지는자는저녁까지부정할것이며 32이런것중

어떤것의주검이목기에든지,의복에든지,가죽에든

지, 부대에든지, 무론무엇에쓰는그릇에든지떨어지

면부정하여지리니물에담그라저녁까지부정하다가

정할것이며 33그것중어떤것이어느질그릇에떨어

지면그속에있는것이다부정하여지나니너는그그

릇을깨뜨리라 34먹을만한축축한식물이거기담겼

으면부정하여질것이요, 그같은그릇의마실만한마

실것도부정할것이며 35이런것의주검이물건위에

떨어지면그것이모두부정하여지리니화덕이든지, 질

탕관이든지깨뜨려버리라! 이것이부정하여져서너희

에게부정한것이되리라 36샘물이나방축물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아니하되그주검에다닥치는것만부정

하여질것이요 37이것들의주검이심을종자에떨어

질지라도그것이정하거니와 38종자에물을더할때에

그것이그위에떨어지면너희에게부정하리라 39너희

의먹을만한짐승이죽은때에그사체를만지는자는

저녁까지부정할것이며 40그것을먹는자는그옷을

빨것이요저녁까지부정할것이며그주검을옮기는

자도그옷을빨것이요저녁까지부정하리라 41땅에

기어다니는모든기는것은가증한즉먹지못할지니

42곧땅에기어다니는모든기는것중에배로밀어다

니는것이나네발로걷는것이나여러발을가진것이

라너희가먹지말지니이는가증함이니라 43너희는

기는바기어다니는것을인하여자기로가증하게되게

말며또한그것을인하여스스로더럽혀부정하게되

게말라 44나는여호와너희하나님이라! 내가거룩하

니너희도몸을구별하여거룩하게하고땅에기는바

기어다니는것으로인하여스스로더럽히지말라 4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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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너희의하나님이되려고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

하여낸여호와라내가거룩하니너희도거룩할지어다

! 46이는짐승과새와물에서움직이는모든생물과땅

에기는모든기어다니는것에대한규례니 47부정하

고정한것과먹을생물과먹지못할생물을분별한것

이니라

1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여인이잉태하여남자를낳으

면그는칠일동안부정하리니곧경도할때와같이부

정할것이며 3제팔일에는그아이의양피를벨것이

요 4그여인은오히려삼십삼일을지나야산혈이깨

끗하리니정결케되는기한이차기전에는성물을만

지지도말며성소에들어가지도말것이며 5여자를낳

으면그는이칠일동안부정하리니경도할때와같을

것이며산혈이깨끗하게됨은육십육일을지나야하

리라 6자녀간정결케되는기한이차거든그여인은

번제를위하여일년된어린양을취하고속죄제를위

하여집비둘기새끼나산비둘기를취하여회막문제

사장에게로가져갈것이요 7제사장은그것을여호와

앞에드려서여인을위하여속죄할지니그리하면산혈

이깨끗하리라이는자녀간생산한여인에게대한규

례니라 8그여인의힘이어린양에미치지못하거든

산비둘기둘이나집비둘기새끼둘을가져다가하나는

번제물로,하나는속죄제물로삼을것이요제사장은

그를위하여속할지니그가정결하리라

13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2사

람의피부에무엇이돋거나딱지가앉거나색점이생

겨서그피부에문둥병같이되거든곧제사장아론에

게나그자손중한제사장에게로데리고갈것이요 3



레위기 219

제사장은그피부의병을진찰할지니환처의털이희

어졌고환처가피부보다우묵하여졌으면이는문둥병

의환처라제사장이진단하여그를부정하다할것이

요 4피부에색점이희나우묵하지아니하고그털이

희지아니하면제사장은그환자를칠일동안금고할

것이며 5칠일만에제사장이그를진찰할지니그의보

기에그환처가변하지아니하고병색이피부에퍼지

지아니하였으면제사장이그를또칠일동안을금고

할것이며 6칠일만에제사장이또진찰할지니그환처

가엷어졌고병색이피부에퍼지지아니하였으면피부

병이라제사장이그를정하다할것이요그는옷을빨

것이라그리하면정하리라 7그러나정결한여부를위

하여제사장에게보인후에병이피부에퍼지면제사

장에게다시보일것이요 8제사장은진찰할지니그병

이피부에퍼졌으면그를부정하다진단할것이라이

는문둥병임이니라 9사람에게문둥병이들었거든그

를제사장에게로데려갈것이요 10제사장은진찰할지

니피부에흰점이돋고털이희어지고거기난육이생

겼으면 11이는그의피부의오랜문둥병이라제사장이

부정하다진단할것이요그가이미부정하였은즉금고

하지는않을것이며 12제사장의보기에문둥병이그

피부에크게발하였으되그환자의머리부터발까지

퍼졌거든 13그가진찰할것이요문둥병이과연그전

신에퍼졌으면그환자를정하다할지니다희어진자

인즉정하거니와 14아무때든지그에게난육이발생하

면그는부정한즉 15제사장이난육을보고그를부정

하다진단할지니그난육은부정한것인즉이는문둥

병이며 16그난육이변하여다시희어지면제사장에게

로갈것이요 17제사장은그를진찰하여서그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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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어졌으면환자를정하다할지니그는정하니라 18피

부에종기가생겼다가나았고 19그종처에흰점이돋

거나희고불그스름한색점이생겼으면제사장에게보

일것이요 20그는진찰하여피부보다얕고그털이희

면그를부정하다진단할지니이는종기로된문둥병

의환처임이니라 21그러나제사장의보기에거기흰

털이없고피부보다얕지아니하고빛이엷으면제사

장은그를칠일동안금고할것이며 22그병이크게피

부에퍼졌으면제사장은그를부정하다진단할지니이

는그환처임이니라 23그러나그색점이여전하고퍼

지지아니하였으면이는종기흔적이니제사장은그를

정하다진단할지니라 24피부를불에데었는데그덴

곳에불그스름하고희거나순전히흰색점이생기면

25제사장은진찰할지니그색점의털이희고그자리

가피부보다우묵하면이는화상에서발한문둥병인즉

제사장은그를부정하다할것은문둥병의환처가됨

이니라 26그러나제사장의보기에그색점에흰털이

없으며그자리가피부보다얕지아니하고빛이엷으

면그는그를칠일동안금고할것이며 27칠일만에제

사장이그를진찰할지니만일병이크게피부에퍼졌

으면그는그를부정하다진단할것은문둥병의환처

임이니라 28만일색점이여전하여피부에퍼지지아니

하고빛이엷으면화상으로부은것이니제사장은그

를정하다할것은이는화상의흔적임이니라 29남자

나여자의머리에나수염에환처가있으면 30제사장은

진찰할지니환처가피부보다우묵하고그자리에누르

고가는털이있으면그는그를부정하다할것은이는

옴이라머리에나수염에발한문둥병임이니라 31만일

제사장의보기에그옴의환처가피부보다우묵하지



레위기 221

아니하고그자리에검은털이없으면제사장은그옴

환자를칠일동안금고할것이며 32칠일만에제사장은

그환처를진찰할지니그옴이퍼지지아니하고그자

리에누른털이없고피부보다우묵하지아니하거든

33그는모발을밀되환처는밀지말것이요제사장은

옴환자를또칠일동안금고할것이며 34칠일만에제

사장은그옴을또진찰할지니그옴이피부에퍼지지

아니하고피부보다우묵하지아니하면그는그를정하

다진단할것이요그는그옷을빨지니정하려니와 35

깨끗한후에라도옴이크게피부에퍼지면 36제사장은

그를진찰할지니과연옴이피부에퍼졌으면누른털

을찾을것없이그는부정하니라 37그러나제사장의

보기에옴이여전하고그자리에검은털이났으면그

옴은나았고그사람은정하니제사장은그를정하다

진단할지니라 38남자나여자의피부에색점곧흰색

점이있으면 39제사장은진찰할지니그피부의색점이

부유스름하면이는피부에발한어루러기라그는정하

니라 40누구든지그머리털이빠지면그는대머리니

정하고 41앞머리가빠져도그는이마대머리니정하니

라 42그러나대머리나이마대머리에희고불그스름한

색점이있으면이는문둥병이대머리에나이마대머리

에발함이라 43제사장은그를진찰할지니그대머리에

나이마대머리에돋은색점이희고불그스름하여피

부에발한문둥병과같으면 44이는문둥환자라부정

하니제사장은그를부정하다확실히진단할것은그

환처가그머리에있음이니라 45문둥환자는옷을찢

고머리를풀며윗입술을가리우고외치기를부정하

다부정하다할것이요 46병있는날동안은늘부정할

것이라그가부정한즉혼자살되진밖에살지니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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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복에문둥병색점이발하여털옷에나,베옷에

나 48베나, 털의날에나, 씨에나, 혹가죽에나, 무릇가

죽으로만든것에있되 49그의복에나,가죽에나,그날

에나, 씨에나, 무릇가죽으로만든것에병색이푸르거

나붉으면이는문둥병의색점이라제사장에게보일

것이요 50제사장은그색점을살피고그것을칠일동

안간직하였다가 51칠일만에그색점을살필지니그

색점이그의복의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것에퍼졌으면이는악성문둥병이라그것이부

정하니 52그는그색점있는의복이나,털이나, 베의날

이나, 씨나, 무릇가죽으로만든것을불사를지니이는

악성문둥병인즉그것을불사를지니라! 53그러나제사

장의보기에그색점이그의복의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만든것에퍼지지아니하였으면 54제사장은

명하여그색점있는것을빨게하고또칠일동안간직

하였다가 55그빤곳을볼지니그색점의빛이변치아

니하고그색점이퍼지지아니하였으면부정하니너는

그것을불사르라이는거죽에있든지, 속에있든지, 악

성문둥병이니라 56빤후에제사장의보기에그색점

이엷으면그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

에서나, 그색점을찢어버릴것이요 57그의복의날에

나씨에나무릇가죽으로만든것에색점이여전히보

이면복발하는것이니너는그색점있는것을불사를

지니라 58네가빤의복의날에나, 씨에나, 무릇가죽으

로만든것에그색점이벗어졌으면그것을다시빨아

야정하리라 59이는털옷에나,베옷에나,그날에나,씨

에나, 무릇가죽으로만든것에발한문둥병색점의정

하고부정한것을단정하는규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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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문둥환자

의정결케되는날의규례는이러하니곧그사람을제

사장에게로데려갈것이요 3제사장은진에서나가서

진찰할지니그환자에게있던문둥병환처가나았으면

4제사장은그를위하여명하여정한산새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가져오게하고 5제사장

은또명하여그새하나는흐르는물위질그릇안에서

잡게하고 6다른새는산대로취하여백향목과,홍색

실과, 우슬초와함께가져다가흐르는물위에서잡은

새피를찍어 7문둥병에서정결함을받을자에게일곱

번뿌려정하다하고그산새는들에놓을지며 8정결

함을받는자는그옷을빨고모든털을밀고물로몸을

씻을것이라그리하면정하리니그후에진에들어올

것이나자기장막밖에칠일을거할것이요 9칠일만에

그모든털을밀되머리털과수염과눈썹을다밀고그

옷을빨고몸을물에씻을것이라그리하면정하리라

10제팔일에그는흠없는어린수양둘과일년된흠없

는어린암양하나와또고운가루에바십분삼에기름

섞은소제물과기름한록을취할것이요 11정결케하

는제사장은정결함을받을자와그물건들을회막문

여호와앞에두고 12어린수양하나를취하여기름한

록과아울러속건제로드리되여호와앞에흔들어요

제를삼고 13그어린수양은거룩한장소곧속죄제와

번제희생잡는곳에서잡을것이며속건제물은속죄

제물과일례로제사장에게돌릴지니이는지극히거룩

한것이니라 14제사장은그속건제희생의피를취하

여정결함을받을자의우편귓부리와, 우편손엄지가

락과, 우편발엄지가락에바를것이요 15제사장은또

그한록의기름을취하여자기좌편손바닥에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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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우편손가락으로좌편손의기름을찍어그손가락

으로그것을여호와앞에일곱번뿌릴것이요 17손에

남은기름은제사장이정결함을받는자의우편귓부

리와, 우편손엄지가락과, 우편발엄지가락곧속건제

희생의피위에바를것이며 18오히려그손에남은기

름은제사장이그정결함을받는자의머리에바르고

여호와앞에서제사장은그를위하여속죄하고 19또

제사장은속죄제를드려그부정함을인하여정결함을

받으려는자를위하여속죄하고그후에번제희생을

잡을것이요 20제사장은그번제와소제를단에드려

그를위하여속죄할것이라그리하면그가정결하리라

! 21그가가난하여이에힘이미치지못하면그는흔들

어자기를속할속건제를위하여어린수양하나와소

제를위하여고운가루에바십분일에기름섞은것과

기름한록을취하고 22그힘이미치는대로산비둘기

둘이나집비둘기새끼둘을취하되하나는속죄제물

로,하나는번제물로삼아 23제팔일에그결례를위하

여그것들을회막문여호와앞제사장에게로가져갈

것이요 24제사장은속건제어린양과기름한록을취

하여여호와앞에흔들어요제를삼고 25속건제의어

린양을잡아서제사장은그속건제희생의피를취하

여정결함을받을자의우편손엄지가락과,우편발

엄지가락에바를것이요 26제사장은그기름을자기

좌편손바닥에따르고 27우편손가락으로좌편손의

기름을조금찍어여호와앞에일곱번뿌릴것이요 28

그손의기름은제사장이정결함을받을자의우편귓

부리와, 우편손엄지가락과, 우편발엄지가락곧속건

제희생의피를바른곳에바를것이며 29또그손에남

은기름은제사장이그정결함을받는자의머리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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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여호와앞에서그를위하여속죄할것이며 30그는

힘이미치는대로산비둘기하나나집비둘기새끼하

나를드리되 31곧그힘이미치는것의하나는속죄제

로, 나는소제와함께번제로드릴것이요, 제사장은정

결함을받을자를위하여여호와앞에속죄할지니 32

문둥병환자로서그결례에힘이부족한자의규례가

이러하니라 33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

사대 34내가네게기업으로주는가나안땅에너희가

이른때에내가너희기업의땅에서어느집에문둥병

색점을발하게하거든 35그집주인은제사장에게와

서고하기를무슨색점이집에생겼다할것이요 36제

사장은그색점을보러가기전에그가장집물에부정

을면케하기위하여명하여그집을비게한후에들어

가서그집을볼지니 37그색점을볼때에그집벽에

푸르거나붉은무늬의색점이있어벽보다우묵하면

38제사장은그집문으로나와그집을칠일동안폐쇄

하였다가 39칠일만에또와서살펴볼것이요그색점

이벽에퍼졌으면 40그는명하여색점있는돌을빼어

성밖부정한곳에버리게하고 41또집안사면을긁게

하고그긁은흙을성밖부정한곳에쏟아버리게할것

이요 42그들은다른돌로그돌을대신하며다른흙으

로집에바를지니라 43돌을빼며집을긁고고쳐바른

후에색점이집에복발하거든 44제사장은또와서살

펴볼것이요그색점이만일집에퍼졌으면악성문둥

병인즉이는부정하니 45그는그집을헐고돌과그재

목과그집의모든흙을성밖부정한곳으로내어갈것

이며 46그집을폐쇄한날동안에들어가는자는저녁

까지부정할것이요 47그집에서자는자는그옷을빨

것이요그집에서먹는자도그옷을빨것이니라 48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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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고쳐바른후에제사장이들어가살펴보아서색

점이집에퍼지지아니하였으면이는색점이나은것

이니제사장은그집을정하다하고 49그는그집을정

결케하기위하여새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

슬초를취하고 50그새하나를흐르는물위질그릇안

에서잡고 51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가

져다가잡은새의피와흐르는물을찍어그집에일곱

번뿌릴것이요 52그는새의피와,흐르는물과,산새와

,백향목과,우슬초와,홍색실로집을정결케하고 53그

산새는성밖들에놓아그집을위하여속할것이라그

리하면정결하리라! 54이는각종문둥병환처에대한

규례니곧옴과 55의복과가옥의문둥병과 56붓는것

과피부병과색점의 57언제는부정하고언제는정함을

가르치는것이니문둥병의규례가이러하니라

15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2이

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누구든지몸에유출병

이있으면그유출병을인하여부정한자라 3그유출

병으로말미암아부정함이이러하니곧몸에서흘러

나오든지그것이엉겼든지부정한즉 4유출병있는자

의눕는상은다부정하고그의앉았던자리도다부정

하니 5그침상에접촉하는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

씻을것이며저녁까지부정하리라 6유출병있는자의

앉았던자리에앉는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씻을것

이며저녁까지부정하리라 7유출병있는자의몸에접

촉하는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씻을것이며저녁까

지부정하리라 8유출병있는자가정한자에게침을

뱉으면정한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씻을것이며저

녁까지부정하리라 9유출병있는자의탔던안장은다

부정하며 10그몸아래닿았던것에접촉한자는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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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까지부정하며그런것을옮기는자는옷을빨고물

로몸을씻을것이며저녁까지부정하리라 11유출병

있는자가물로손을씻지아니하고아무든지만지면

그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씻을것이며저녁까지부

정하리라 12유출병있는자의만진질그릇은깨뜨리고

목기는다물로씻을지니라 13유출병있는자는그유

출이깨끗하여지거든그몸이정결하기위하여칠일을

계산하여옷을빨고흐르는물에몸을씻을것이요그

리하면정하리니 14제팔일에산비둘기둘이나집비둘

기새끼둘을자기를위하여취하고회막문여호와앞

으로가서제사장에게줄것이요 15제사장은그하나

는속죄제로, 하나는번제로드려그의유출병을인하

여여호와앞에속죄할지니라! 16설정한자는전신을

물로씻을것이며저녁까지부정하리라 17무릇정수가

묻은옷이나가죽은물에빨것이며저녁까지부정하

리라 18남녀가동침하여설정하였거든둘다물로몸

을씻을것이며저까지부정하리라 19어떤여인이유

출을하되그유출이피면칠일동안불결하니무릇그

를만지는자는저녁까지부정할것이요 20그불결할

동안에그의누웠던자리는다부정하며그의앉았던

자리도다부정한즉 21그침상을만지는자는다옷을

빨고물로몸을씻을것이요저녁까지부정할것이며

22그좌석을만지는자도다옷을빨고물로몸을씻을

것이요저녁까지부정할것이며 23그의침상과무릇

그좌석에있는것을만지는자도저녁까지부정할것

이며 24누구든지이여인과동침하여그불결에전염

되면칠일동안부정할것이라그의눕는상은무릇부

정하니라 25여인의피의유출이그불결기외에있어

서여러날이간다든지그유출이불결기를지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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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그부정을유출하는날동안은무릇그불결한때

와같이부정한즉 26무릇그유출이있는날동안에그

의눕는침상은그에게불결한때의침상과같고무릇

그의앉는자리도부정함이불결의부정과같으니 27

이런것을만지는자는무릇부정한즉옷을빨고물로

몸을씻을것이며저녁까지부정할것이요 28그의유

출이그치면칠일을센후에야정하리니 29그는제팔

일에산비둘기둘이나집비둘기새끼둘을자기를위

하여취하여회막문앞제사장에게로가져올것이요

30제사장은그하나는속죄제로, 하나는번제로드려

유출로부정한여인을위하여여호와앞에속할지니라

31너희는이와같이이스라엘자손으로그부정에서

떠나게하여그들로그가운데있는내장막을더럽히

고그부정한중에서죽음을면케할찌니라 32이규례

는유출병이있는자와설정함으로부정을입은자와

33불결을앓는여인과유출병이있는남녀와불결한

여인과동침한자에게관한것이니라

16아론의두아들이여호와앞에나아가다가죽은후

에여호와께서모세에게말씀하시니라 2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네형아론에게이르라성소의장

안법궤위속죄소앞에무시로들어오지말아서사망

을면하라내가구름가운데서속죄소위에나타남이

니라 3아론이성소에들어오려면수송아지로속죄제

물을삼고수양으로번제물을삼고 4거룩한세마포속

옷을입으며세마포고의를살에입고세마포띠를띠

며세마포관을쓸지니이것들은거룩한옷이라물로

몸을씻고입을것이며 5이스라엘자손의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위하여수염소둘과번제물을위하여수

양하나를취할지니라 6아론은자기를위한속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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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아지를드리되자기와권속을위하여속죄하고 7

또그두염소를취하여회막문여호와앞에두고 8두

염소를위하여제비뽑되한제비는여호와를위하고,

한제비는아사셀을위하여할지며 9아론은여호와를

위하여제비뽑은염소를속죄제로드리고 10아사셀을

위하여제비뽑은염소는산대로여호와앞에두었다

가그것으로속죄하고아사셀을위하여광야로보낼지

니라 11아론은자기를위한속죄제의수송아지를드리

되자기와권속을위하여속죄하고자기를위한그속

죄제수송아지를잡고 12향로를취하여여호와앞단

위에서피운불을그것에채우고또두손에곱게간향

기로운향을채워가지고장안에들어가서 13여호와

앞에서분향하여향연으로증거궤위속죄소를가리우

게할지니그리하면그가죽음을면할것이며 14그는

또수송아지의피를취하여손가락으로속죄소동편에

뿌리고또손가락으로그피를속죄소앞에일곱번뿌

릴것이며 15또백성을위한속죄제염소를잡아그피

를가지고장안에들어가서그수송아지피로행함같

이그피로행하여속죄소위와속죄소앞에뿌릴지니

16곧이스라엘자손의부정과그범한모든죄를인하

여지성소를위하여속죄하고또그들의부정한중에

있는회막을위하여그같이할것이요 17그가지성소

에속죄하러들어가서자기와그권속과이스라엘온

회중을위하여속죄하고나오기까지는누구든지회막

에있지못할것이며 18그는여호와앞단으로나와서

그것을위하여속죄할지니곧그수송아지의피와염

소의피를취하여단귀퉁이뿔들에바르고 19또손가

락으로그피를그위에일곱번뿌려이스라엘자손의

부정에서단을성결케할것이요 20그지성소와회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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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을위하여속죄하기를마친후에산염소를드리

되 21아론은두손으로산염소의머리에안수하여이

스라엘자손의모든불의와그범한모든죄를고하고

그죄를염소의머리에두어미리정한사람에게맡겨

광야로보낼지니 22염소가그들의모든불의를지고

무인지경에이르거든그는그염소를광야에놓을지니

라 23아론은회막에들어가서지성소에들어갈때에

입었던세마포옷을벗어거기두고 24거룩한곳에서

물로몸을씻고자기옷을입고나와서자기의번제와

백성의번제를드려자기와백성을위하여속죄하고

25속죄제희생의기름을단에불사를것이요 26염소를

아사셀에게보낸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씻은후에

진에들어올것이며 27속죄제수송아지와속죄제염소

의피를성소로들여다가속죄하였은즉그가죽과고

기와똥을밖으로내어다가불사를것이요 28불사른

자는옷을빨고물로몸을씻은후에진에들어올지니

라 29너희는영원히이규례를지킬지니라! 칠월곧그

달십일에너희는스스로괴롭게하고아무일도하지

말되본토인이든지너희중에우거하는객이든지그리

하라 30이날에너희를위하여속죄하여너희로정결

케하리니너희모든죄에서너희가여호와앞에정결

하리라 31이는너희에게큰안식일인즉너희는스스로

괴롭게할지니영원히지킬규례라 32그기름부음을

받고위임되어그아비를대신하여제사장의직분을

행하는제사장은속죄하되세마포옷곧성의를입고

33지성소를위하여속죄하며회막과단을위하여속죄

하고또제사장들과백성의회중을위하여속죄할지니

34이는너희의영원히지킬규례라이스라엘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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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죄를위하여일년일차속죄할것이니라아론이

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행하니라

1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아론과그

아들들과이스라엘모든자손에게고하여그들에게이

르기를여호와의명령이이러하시다하라 3무릇이스

라엘집의누구든지소나어린양이나염소를진안에

서잡든지진밖에서잡든지 4먼저회막문으로끌어다

가여호와의장막앞에서여호와께예물로드리지아

니하는자는피흘린자로여길것이라그가피를흘렸

은즉자기백성중에서끊쳐지리라! 5그런즉이스라엘

자손이들에서잡던희생을회막문여호와께로끌어

다가제사장에게주어화목제로여호와께드려야할

것이요 6제사장은그피를회막문여호와의단에뿌

리고그기름을불살라여호와께향기로운냄새가되

게할것이라 7그들은전에음란히섬기던수염소에게

다시제사하지말것이니라이는그들이대대로지킬

영원한규례니라! 8너는또그들에게이르라무릇이

스라엘집사람이나혹시그들중에우거하는타국인이

번제나희생을드리되 9회막문으로가져다가여호와

께드리지아니하면그는백성중에서끊쳐지리라! 10

무릇이스라엘집사람이나그들중에우거하는타국

인중에어떤피든지먹는자가있으면내가그피먹는

사람에게진노하여그를백성중에서끊으리니 11육체

의생명은피에있음이라내가이피를너희에게주어

단에뿌려너희의생명을위하여속하게하였나니생

명이피에있으므로피가죄를속하느니라 12그러므로

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말하기를너희중에아무도

피를먹지말며너희중에우거하는타국인이라도피

를먹지말라하였나니 13무릇이스라엘자손이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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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중에우거하는타국인이먹을만한짐승이나새를

사냥하여잡거든그피를흘리고흙으로덮을지니라

14모든생물은그피가생명과일체라그러므로내가

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기를너희는어느육체의피든

지먹지말라하였나니모든육체의생명은그피인즉

무릇피를먹는자는끊쳐지리라! 15무릇스스로죽은

것이나들짐승에게찢겨죽은것을먹은자는본토인

이나타국인이나물론하고그옷을빨고물로몸을씻

을것이며저녁까지부정하고그후에정하려니와 16

그가빨지아니하거나몸을물로씻지아니하면죄를

당하리라

1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이스

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나는여호와너희하나

님이라! 3너희는그거하던애굽땅의풍속을좇지말

며내가너희를인도할가나안땅의풍속과규례도행

하지말고 4너희는나의법도를좇으며나의규례를

지켜그대로행하라! 나는너희의하나님여호와니라!

5너희는나의규례와법도를지키라! 사람이이를행하

면그로인하여살리라! 나는여호와니라! 6너희는골

육지친을가까이하여그하체를범치말라나는여호

와니라! 7네어미의하체는곧네아비의하체니너는

범치말라그는네어미인즉너는그의하체를너는범

치말지니라 8너는계모의하체를범치말라이는네

아비의하체니라 9너는네자매곧네아비의딸이나

네어미의딸이나집에서나타처에서출생하였음을물

론하고그들의하체를범치말지니라 10너는손녀나

외손녀의하체를범치말라이는너의하체니라 11네

계모가네아비에게낳은딸은네누이니너는그하체

를범치말지니라 12너는고모의하체를범치말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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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네아비의골육지친이니라 13너는이모의하체를

범치말라그는네어미의골육지친이니라 14너는네

아비형제의아내를가까이하여그하체를범치말라

그는네백숙모니라 15너는자부의하체를범치말라

그는네아들의아내니그하체를범치말지니라 16너

는형제의아내의하체를범치말라이는네형제의하

체니라 17너는여인과그여인의딸의하체를아울러

범치말며또그여인의손녀나외손녀를아울러취하

여그하체를범치말라그들은그의골육지친이니이

는악행이니라 18너는아내가생존할동안에그형제

를취하여하체를범하여그로투기케하지말지니라

19너는여인이경도로불결할동안에그에게가까이하

여그하체를범치말지니라 20너는타인의아내와통

간하여그로자기를더럽히지말지니라 21너는결단코

자녀를몰렉에게주어불로통과케말아서네하나님

의이름을욕되게하지말라나는여호와니라! 22너는

여자와교합함같이남자와교합하지말라이는가증

한일이니라 23너는짐승과교합하여자기를더럽히지

말며여자가된자는짐승앞에서서그것과교접하지

말라이는문란한일이니라 24너희는이모든일로스

스로더럽히지말라내가너희의앞에서쫓아내는족

속들이이모든일로인하여더러워졌고 25그땅도더

러워졌으므로내가그악을인하여벌하고그땅도스

스로그거민을토하여내느니라 26그러므로너희곧

너희의동족이나혹시너희중에우거하는타국인이나

나의규례와법도를지키고이런가증한일의하나도

행하지말라 27너희의전에있던그땅거민이이모든

가증한일을행하였고그땅도더러워졌느니라 28너희

도더럽히면그땅이너희있기전거민을토함같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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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를토할까하노라 29무릇이가증한일을하나라도

행하는자는그백성중에서끊쳐지리라! 30그러므로

너희는내명령을지키고너희있기전에행하던가증

한풍속을하나라도좇음으로스스로더럽히지말라!

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19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이스

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는거룩

하라! 나여호와너희하나님이거룩함이니라 3너희

각사람은부모를경외하고나의안식일을지키라!나

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4너희는헛것을위하지

말며너희를위하여신상들을부어만들지말라!나는

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5너희는화목제희생을여호

와께드릴때에열납되도록드리고 6그제물은드리는

날과이튿날에먹고제삼일까지남았거든불사르라 7

제삼일에조금이라도먹으면가증한것이되어열납

되지못하고 8그것을먹는자는여호와의성물더럽힘

을인하여죄를당하리니그가그백성중에서끊쳐지

리라! 9너희땅의곡물을벨때에너는밭모퉁이까지

다거두지말고너의떨어진이삭도줍지말며 10너의

포도원의열매를다따지말며너의포도원에떨어진

열매도줍지말고가난한사람과타국인을위하여버

려두라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11너희는도적

질하지말며속이지말며서로거짓말하지말며 12너

희는내이름으로거짓맹세함으로네하나님의이름

을욕되게하지말라! 나는여호와니라! 13너는네이웃

을압제하지말며늑탈하지말며품군의삯을아침까

지밤새도록네게두지말며 14너는귀먹은자를저주

하지말며소경앞에장애물을놓지말고네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여호와니라! 15너희는재판할때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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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행치말며가난한자의편을들지말며세력있는

자라고두호하지말고공의로사람을재판할지며 16너

는네백성중으로돌아다니며사람을논단하지말며

네이웃을대적하여죽을지경에이르게하지말라나

는여호와니라! 17너는네형제를마음으로미워하지

말며이웃을인하여죄를당치않도록그를반드시책

선하라 18원수를갚지말며동포를원망하지말며이

웃사랑하기를네몸과같이하라! 나는여호와니라! 19

너희는내규례를지킬지어다!네육축을다른종류와

교합시키지말며네밭에두종자를섞어뿌리지말며

두재료로직조한옷을입지말지며 20무릇아직속량

도되지못하고해방도되지못하고정혼한씨종과사

람이행음하면두사람이형벌은받으려니와그들이

죽임을당치아니할것은그여인은아직해방되지못

하였음이라 21그남자는그속건제물곧속건제수양

을회막문여호와께로끌어올것이요 22제사장은그

의범한죄를위하여그속건제의수양으로여호와앞

에속죄할것이요그리하면그의범한죄의사함을받

으리라! 23너희가그땅에들어가각종과목을심거든

그열매는아직할례받지못한것으로여기되곧삼년

동안너희는그것을할례받지못한것으로아껴먹지

말것이요 24제사년에는그모든과실이거룩하니여

호와께드려찬송할것이며 25제오년에는그열매를

먹을지니그리하면너희에게그소산이풍성하리라나

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26너희는무엇이든지피

채먹지말며복술을하지말며술수를행치말며 27머

리가를둥글게깎지말며수염끝을손상치말며 28죽

은자를위하여너희는살을베지말며몸에무늬를놓

지말라! 나는여호와니라! 29네딸을더럽혀기생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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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말라!음풍이전국에퍼져죄악이가득할까하노라

30내안식일을지키고내성소를공경하라! 나는여호

와니라! 31너희는신접한자와박수를믿지말며그들

을추종하여스스로더럽히지말라!나는너희하나님

여호와니라! 32너는센머리앞에일어서고노인의얼

굴을공경하며네하나님을경외하라! 나는여호와니

라! 33타국인이너희땅에우거하여함께있거든너희

는그를학대하지말고 34너희와함께있는타국인을

너희중에서낳은자같이여기며자기같이사랑하라!

너희도애굽땅에서객이되었더니라나는너희하나

님여호와니라! 35너희는재판에든지도량형에든지불

의를행치말고 36공평한저울과, 공평한추와, 공평한

에바와,공평한힌을사용하라!나는너희를인도하여

애굽땅에서나오게한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37너

희는나의모든규례와나의모든법도를지켜행하라!

나는여호와니라!

20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이스

라엘자손에게또이르라무릇그가이스라엘자손이

든지이스라엘에우거한타국인이든지그자식을몰렉

에게주거든반드시죽이되그지방사람이돌로칠것

이요 3나도그사람에게진노하여그를그백성중에

서끊으리니이는그가그자식을몰렉에게주어서내

성소를더럽히고내성호를욕되게하였음이라 4그가

그자식을몰렉에게주는것을그지방사람이못본체

하고그를죽이지아니하면 5내가그사람과그권속

에게진노하여그와무릇그를본받아몰렉을음란히

섬기는모든사람을그백성중에서끊으리라! 6음란

하듯신접한자와박수를추종하는자에게는내가진

노하여그를그백성중에서끊으리니 7너희는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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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케하여거룩할지어다! 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

니라! 8너희는내규례를지켜행하라! 나는너희를거

룩케하는여호와니라! 9무릇그아비나어미를저주

하는자는반드시죽일지니그가그아비나어미를저

주하였은즉그피가자기에게로돌아가리라 10누구든

지남의아내와간음하는자곧그이웃의아내와간음

하는자는그간부와음부를반드시죽일지니라! 11누

구든지그계모와동침하는자는그아비의하체를범

하였은즉둘다반드시죽일지니그피가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2누구든지그자부와동침하거든둘다

반드시죽일지니그들이가증한일을행하였음이라그

피가자기에게로돌아가리라 13누구든지여인과교합

하듯남자와교합하면둘다가증한일을행함인즉반

드시죽일지니그피가자기에게로돌아가리라 14누구

든지아내와그장모를아울러취하면악행인즉그와

그들을함께불사를지니이는너희중에악행이없게

하려함이니라 15남자가짐승과교합하면반드시죽이

고너희는그짐승도죽일것이며 16여자가짐승에게

가까이하여교합하거든너는여자와짐승을죽이되이

들을반드시죽일지니그피가자기에게로돌아가리라

17누구든지그자매곧아비의딸이나어미의딸을취

하여그여자의하체를보고여자는그남자의하체를

보면부끄러운일이라그민족앞에서그들이끊어질

지니그가그자매의하체를범하였은즉그죄를당하

리라 18누구든지경도하는여인과동침하여그의하체

를범하면남자는그여인의근원을드러내었고여인

은자기의피근원을드러내었음인즉둘다백성중에

서끊어지리라 19너의이모나고모의하체를범하지

말지니이는골육지친의하체인즉그들이그죄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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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 20누구든지백숙모와동침하면그백숙부의하

체를범함이니그들이그죄를당하여무자히죽으리

라 21누구든지그형제의아내를취하면더러운일이

라그가그형제의하체를범함이니그들이무자하리

라 22너희는나의모든규례와법도를지켜행하라! 그

리하여야내가너희를인도하여거하게하는땅이너

희를토하지아니하리라 23너희는내가너희앞에서

쫓아내는족속의풍속을좇지말라! 그들이이모든일

을행하므로내가그들을가증히여기노라 24내가전

에너희에게이르기를너희가그들의땅을기업으로

얻을것이라내가그땅곧젖과꿀이흐르는땅으로너

희에게주어유업을삼게하리라하였노라나는너희

를만민중에서구별한너희하나님여호와라! 25너희

는짐승의정하고부정함과새의정하고부정함을구

별하고내가너희를위하여부정한것으로구별한짐

승이나새나땅에기는곤충으로인하여너희몸을더

럽히지말라! 26너희는내게거룩할지어다! 이는나여

호와가거룩하고내가또너희로나의소유를삼으려

고너희를만민중에서구별하였음이니라 27남자나여

자가신접하거나박수가되거든반드시죽일지니곧

돌로그를치라그피가자기에게로돌아가리라

2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아론의자손제사

장들에게고하여이르라백성중의죽은자로인하여

스스로더럽히지말려니와 2골육지친인부모나자녀

나형제나 3출가하지아니한처녀인친자매로인하여

는몸을더럽힐수있느니라 4제사장은백성의어른인

즉스스로더럽혀욕되게하지말지니라 5제사장은머

리털을깎아대머리같게하지말며그수염양편을깎

지말며살을베지말고 6그하나님께대하여거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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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하나님의이름을욕되게하지말것이며그들은

여호와의화제곧그하나님의식물을드리는자인즉

거룩할것이라 7그들은기생이나부정한여인을취하

지말것이며이혼당한여인을취하지말지니이는그

가여호와께거룩함이니라 8너는그를거룩하게하라!

그는네하나님의식물을드림이니라너는그를거룩

히여기라! 나여호와너희를거룩하게하는자는거룩

함이니라 9아무제사장의딸이든지행음하여스스로

더럽히면그아비를욕되게함이니그를불사를지니라

10자기형제중관유로부음을받고위임되어예복을

입은대제사장은그머리를풀지말며그옷을찢지말

며 11어떤시체에든지가까이말지니부모로인하여도

더러워지게말며 12성소에서나오지말며그하나님의

성소를더럽히지말라! 이는하나님의위임한관유가

그위에있음이니라나는여호와니라! 13그는처녀를

취하여아내를삼을지니 14과부나이혼된여인이나더

러운여인이나기생을취하지말고자기백성중처녀

를취하여아내를삼아 15그자손으로백성중에서더

럽히지말지니나는그를거룩하게하는여호와임이니

라 1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7아론에게

고하여이르라무릇너의대대자손중육체에흠이있

는자는그하나님의식물을드리려고가까이오지못

할것이라 18무릇흠이있는자는가까이못할지니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불완전한자나, 지체가더

한자나, 19발부러진자나, 손부러진자나, 20곱사등

이나,난장이나,눈에백막이있는자나,괴혈병이나,

버짐이있는자나,불알상한자나, 21제사장아론의자

손중에흠이있는자는나아와여호와의화제를드리

지못할지니그는흠이있은즉나아와하나님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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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드리지못하느니라 22그는하나님의식물의지성물

이든지성물이든지먹을것이나 23장안에들어가지

못할것이요단에가까이못할지니이는그가흠이있

음이라이와같이그가나의성소를더럽히지못할것

은나는그들을거룩하게하는여호와임이니라! 24모

세가이대로아론과그아들들과온이스라엘자손에

게고하였더라

2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아론과그

아들들에게고하여그들로이스라엘자손이내게드리

는성물에대하여스스로구별하여내성호를욕되게

함이없게하라나는여호와니라! 3그들에게이르라

무릇너의대대자손중에그몸이부정하고도이스라

엘자손이구별하여여호와께드리는성물에가까이하

는자는내앞에서끊어지리라나는여호와니라! 4아

론의자손중문둥환자나유출병이있는자는정하기

전에는성물을먹지말것이요시체로부정하게된자

나설정한자나 5무릇사람을부정하게하는벌레에

접촉된자나무슨부정이든지사람을더럽힐만한자

에게접촉된자 6곧이런것에접촉된자는저녁까지

부정하니몸을물로씻지아니하면성물을먹지못할

지며 7해질때에야정하리니그후에성물을먹을것

이라이는자기의응식이됨이니라 8절로죽은것이나

들짐승에게찢긴것을먹음으로자기를더럽히지말라

! 나는여호와니라! 9그들은나의명을지킬것이라그

것을욕되게하면그로인하여죄를짓고그가운데서

죽을까하노라나는그들을거룩하게하는여호와니라

! 10외국인은성물을먹지못할것이며제사장의객이

나품군은다성물을먹지못할것이니라 11그러나제

사장이돈으로사람을샀으면그자는그것을먹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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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그집에서출생한자도그러하여그들이제사장

의식물을먹을것이며 12제사장의딸은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거제의성물을먹지못하되 13그가과부

가되든지이혼을당하든지자식이없이친정에돌아

와서어릴때와같으면그는그아비의응식을먹을것

이나외국인은먹지못할것이니라 14사람이부지중

성물을먹으면그성물에그오분일을더하여제사장

에게줄지니라 15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드리는성

물을그들은더럽히지말지니 16그들이성물을먹으면

그죄로인하여형벌을받게할것이니라나는그들을

거룩하게하는여호와니라! 1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

러가라사대 18아론과그아들들과이스라엘온족속

에게고하여이르라이스라엘자손이나그중에우거

하는자가서원제나낙헌제로번제를여호와께예물로

드리려거든 19열납되도록소나양이나염소의흠없는

수컷으로드릴지니 20무릇흠있는것을너희는드리

지말것은그것이열납되지못할것임이니라 21무릇

서원한것을갚으려든지자의로예물을드리려든지하

여소나양으로화목제희생을여호와께드리는자는

열납되도록아무흠이없는온전한것으로할지니 22

눈먼것이나, 상한것이나, 지체에베임을당한것이나,

종기있는것이나, 괴혈병있는것이나, 비루먹은것을

너희는여호와께드리지말며단위에화제로여호와

께드리지말라 23우양의지체가더하거나덜하거나

한것은너희가낙헌예물로는쓰려니와서원한것을

갚음으로드리면열납되지못하리라 24너희는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당한것은여

호와께드리지말며너희땅에서는이런일을행치도

말지며 25너희는외방인에게서도이런것을받아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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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나님의식물로드리지말라이는결점이있고흠

이있는것인즉너희를위하여열납되지못할것임이

니라 2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7수소나

양이나염소가나거든칠일동안그어미와같이있게

하라제팔일이후로는여호와께화제로예물을드리

면열납되리라 28암소나암양을무론하고어미와새끼

를동일에잡지말지니라 29너희가여호와께감사희

생을드리거든너희가열납되도록드릴지며 30그제물

은당일에먹고이튿날까지두지말라나는여호와니

라! 31너희는나의계명을지키며행하라! 나는여호와

니라! 32너희는나의성호를욕되게말라! 나는이스라

엘자손중에서거룩하게함을받을것이니라나는너

희를거룩하게하는여호와요 33너희하나님이되려고

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자니나는여호와니

라!

2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가공포하여성회를삼을

여호와의절기는이러하니라 3엿새동안은일할것이

요일곱째날은쉴안식일이니성회라너희는무슨일

이든지하지말라이는너희거하는각처에서지킬여

호와의안식일이니라 4기한에미쳐너희가공포하여

성회로삼을여호와의절기는이러하니라 5정월십사

일저녁은여호와의유월절이요 6이달십오일은여호

와의무교절이니칠일동안너희는무교병을먹을것

이요 7그첫날에는너희가성회로모이고아무노동도

하지말지며 8너희는칠일동안여호와께화제를드릴

것이요제칠일에도성회로모이고아무노동도하지

말지니라 9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0이

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는내가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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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땅에들어가서너희의곡물을거둘때에위선너

희의곡물의첫이삭한단을제사장에게로가져갈것

이요 11제사장은너희를위하여그단을여호와앞에

열납되도록흔들되안식일이튿날에흔들것이며 12너

희가그단을흔드는날에일년되고흠없는수양을번

제로여호와께드리고 13그소제로는기름섞은고운

가루에바십분이를여호와께드려화제를삼아향기

로운냄새가되게하고전제로는포도주힌사분일을

쓸것이며 14너희는너희하나님께예물을가져오는

그날까지떡이든지볶은곡식이든지생이삭이든지

먹지말지니이는너희가그거하는각처에서대대로

지킬영원한규례니라! 15안식일이튿날곧너희가요

제로단을가져온날부터세어서칠안식일의수효를

채우고 16제칠안식일이튿날까지합오십일을계수

하여새소제를여호와께드리되 17너희처소에서에

바십분이로만든떡두개를가져다가흔들지니이는

고운가루에누룩을넣어서구운것이요이는첫요제

로여호와께드리는것이며 18너희는또이떡과함께

일년되고흠없는어린양일곱과젊은수소하나와수

양둘을드리되이들을그소제와그전제와함께여호

와께드려서번제를삼을지니이는화제라여호와께

향기로운냄새며 19또수염소하나로속죄제를드리며

일년된어린수양둘을화목제희생으로드릴것이요

20제사장은그첫이삭의떡과함께그두어린양을여

호와앞에흔들어요제를삼을것이요이것들은여호

와께드리는성물인즉제사장에게돌릴것이며 21이

날에너희는너희중에성회를공포하고아무노동도

하지말지니이는너희가그거하는각처에서대대로

지킬영원한규례니라! 22너희땅의곡물을벨때에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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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까지다베지말며떨어진진을줍지말고너는

그것을가난한자와객을위하여버려두라나는너희

하나님여호와니라! 2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

사대 24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칠월곧그

달일일로안식일을삼을지니이는나팔을불어기념

할날이요성회라 25아무노동도하지말고여호와께

화제를드릴지니라 2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

사대 27칠월십일은속죄일이니너희에게성회라너희

는스스로괴롭게하며여호와께화제를드리고 28이

날에는아무일도하지말것은너희를위하여너희하

나님여호와앞에속죄할속죄일이됨이니라 29이날

에스스로괴롭게하지아니하는자는그백성중에서

끊쳐질것이라 30이날에누구든지아무일이나하는

자는내가백성중에서멸절시키리니 31너희는아무

일이든지하지말라이는너희가그거하는각처에서

대대로지킬영원한규례니라! 32이는너희의쉴안식

일이라너희는스스로괴롭게하고이달구일저녁곧

그저녁부터이튿날저녁까지안식을지킬지니라! 33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34이스라엘자손

에게고하여이르라칠월십오일은초막절이니여호와

를위하여칠일동안지킬것이라 35첫날에는성회가

있을지니너희는아무노동도하지말지며 36칠일동

안에너희는화제를여호와께드릴것이요제팔일에

도너희에게성회가될것이며화제를여호와께드릴

지니이는거룩한대회라너희는아무노동도하지말

지니라! 37이것들은여호와의절기라너희는공포하여

성회를삼고번제와소제와희생과전제를각각그날

에여호와께화제로드릴지니 38이는여호와의안식일

외에,너희의헌물외에,너희의모든서원예물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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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의모든낙헌예물외에너희가여호와께드리는

것이니라 39너희가토지소산거두기를마치거든칠월

십오일부터칠일동안여호와의절기를지키되첫날에

도안식하고제팔일에도안식할것이요 40첫날에는

너희가아름다운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가

지와, 시내버들을취하여너희하나님여호와앞에서

칠일동안즐거워할것이라 41너희는매년에칠일동안

여호와께이절기를지킬지니너희대대로의영원한

규례라! 너희는칠월에이를지킬지니라! 42너희는칠

일동안초막에거하되이스라엘에서난자는다초막

에거할지니 43이는내가이스라엘자손을애굽땅에

서인도하여내던때에초막에거하게한줄을너희대

대로알게함이니라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44

모세가여호와의절기를이스라엘자손에게공포하였

더라

2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명하여감람을찧어낸순결한기름을켜기

위하여네게로가져오게하고끊이지말고등잔불을

켤지며 3아론은회막안증거궤장밖에서저녁부터

아침까지여호와앞에항상등잔불을정리할지니너희

대대로지킬영원한규례라 4그가여호와앞에서순결

한등대위의등잔들을끊이지않고정리할지니라 5너

는고운가루를취하여떡열둘을굽되매덩이를에바

십분이로하여 6여호와앞순결한상위에두줄로한

줄에여섯씩진설하고 7너는또정결한유향을그매

줄위에두어기념물로여호와께화제를삼을것이며 8

항상매안식일에이떡을여호와앞에진설할지니이

는이스라엘자손을위한것이요영원한언약이니라 9

이떡은아론과그자손에게돌리고그들은그것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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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한곳에서먹을지니이는여호와의화제중그에게

돌리는것으로서지극히거룩함이니라이는영원한규

례니라 10이스라엘여인의아들이요그아비는애굽

사람된자가이스라엘자손중에나가서한이스라엘

사람과진중에서싸우다가 11그이스라엘여인의아들

이여호와의이름을훼방하며저주하므로무리가끌고

모세에게로가니라그어미의이름은슬로밋이요단

지파디브리의딸이었더라 12그들이그를가두고여호

와의명령을기다리더니 1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

가라사대 14저주한사람을진밖에끌어내어그말을

들은모든자로그머리에안수하게하고온회중이돌

로그를칠지니라 15너는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

이르라누구든지자기하나님을저주하면죄를당할

것이요 16여호와의이름을훼방하면그를반드시죽일

지니온회중이돌로그를칠것이라외국인이든지본

토인이든지여호와의이름을훼방하면그를죽일지니

라 17사람을쳐죽인자는반드시죽일것이요 18짐승

을쳐죽인자는짐승으로짐승을갚을것이며 19사람

이만일그이웃을상하였으면그행한대로그에게행

할것이니 20파상은파상으로, 눈은눈으로, 이는이로

갚을지라남에게손상을입힌대로그에게그렇게할것

이며 21짐승을죽인자는그것을물어줄것이요사람

을죽인자는죽일지니 22외국인에게든지본토인에게

든지그법을동일히할것은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

임이니라! 23모세가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니그들이

저주한자를진밖에끌어내어돌로쳤더라이스라엘

자손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행하였더라

25여호와께서시내산에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

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는내가너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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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주는땅에들어간후에그땅으로여호와앞에안식

하게하라 3너는육년동안그밭에파종하며육년동

안그포도원을다스려그열매를거둘것이나 4제칠

년에는땅으로쉬어안식하게할지니여호와께대한

안식이라너는그밭에파종하거나포도원을다스리지

말며 5너의곡물의스스로난것을거두지말고다스

리지아니한포도나무의맺은열매를거두지말라이

는땅의안식년임이니라 6안식년의소출은너희의먹

을것이니너와네남종과, 네여종과, 네품군과, 너와

함께거하는객과, 7네육축과네땅에있는들짐승들

이다그소산으로식물을삼을지니라 8너는일곱안

식년을계수할지니이는칠년이일곱번인즉안식년일

곱번동안곧사십구년이라 9칠월십일은속죄일이니

너는나팔소리를내되전국에서나팔을크게불지며

10제오십년을거룩하게하여전국거민에게자유를

공포하라!이해는너희에게희년이니너희는각각그

기업으로돌아가며각각그가족에게로돌아갈지며 11

그오십년은너희의희년이니너희는파종하지말며

스스로난것을거두지말며다스리지아니한포도를

거두지말라 12이는희년이니너희에게거룩함이니라

너희가밭의소산을먹으리라 13이희년에는너희가

각기기업으로돌아갈지라 14네이웃에게팔든지네

이웃의손에서사거든너희는서로속이지말라 15희

년후의연수를따라서너는이웃에게살것이요그도

그열매를얻을연수를따라서네게팔것인즉 16연수

가많으면너는그값을많게하고연수가적으면너는

그값을적게할지니곧그가그열매의다소를따라서

네게팔것이라 17너희는서로속이지말고너희의하

나님을경외하라! 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18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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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내법도를행하며내규례를지켜행하라! 그리하

면너희가그땅에안전히거할것이라 19땅은그산물

을내리니너희가배불리먹고거기안전히거하리라

20혹너희말이우리가만일제칠년에심지도못하고

그산물을거두지도못하면무엇을먹으리요하겠으나

21내가명하여제육년에내복을너희에게내려그소

출이삼년쓰기에족하게할지라 22너희가제팔년에

는파종하려니와묵은곡식을먹을것이며제구년곧

추수하기까지묵은곡식을먹으리라 23토지를영영히

팔지말것은토지는다내것임이라너희는나그네요

우거하는자로서나와함께있느니라 24너희기업의

온땅에서그토지무르기를허락할지니 25만일너희

형제가가난하여그기업얼마를팔았으면그근족이

와서동족의판것을무를것이요 26만일그것을무를

사람이없고자기가부요하게되어무를힘이있거든

27그판해를계수하여그남은값을산자에게주고그

기업으로돌아갈것이니라 28그러나자기가무를힘이

없으면그판것이희년이이르기까지산자의손에있

다가희년에미쳐돌아올지니그가곧그기업으로돌

아갈것이니라 29성벽있는성내의가옥을팔았으면

판지만일년안에는무를수있나니곧그기한안에

무르려니와 30주년내에무르지못하면그성내가옥

은산자의소유로확정되어대대로영영히그에게속

하고희년에라도돌려보내지아니할것이니라 31그러

나성벽이둘리지아니한촌락의가옥은나라의전토

일례로물러주기도할것이요희년에돌려보내기도

할것이니라 32레위족속의성읍곧그기업의성읍의

가옥은레위사람이언제든지무를수있으나 33레위

사람이만일무르지아니하면그기업된성읍의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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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희년에돌려보낼지니대저레위사람의성읍의

가옥은이스라엘자손중에서얻을기업이됨이니라

34그러나그성읍의들의사면밭은그의영원한기업

이니팔지못할지니라 35네동족이빈한하게되어빈

손으로네곁에있거든너는그를도와객이나우거하

는자처럼너와함께생활하게하되 36너는그에게이

식을취하지말고네하나님을경외하여네형제로너

와함께생활하게할것인즉 37너는그에게이식을위

하여돈을꾸이지말고이익을위하여식물을꾸이지

말라 38나는너희하나님이되려고또는가나안땅으

로너희에게주려고애굽땅에서너희를인도하여낸

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39네동족이반한하게되어

네게몸이팔리거든너는그를종으로부리지말고 40

품군이나우거하는자같이너와함께있게하여희년

까지너를섬기게하라 41그때에는그와그자녀가함

께네게서떠나그본족에게로돌아가서조상의기업

을회복하리라 42그들은내가애굽땅에서인도하여

낸바나의품군인즉종으로팔리지말것이라 43너는

그를엄하게부리지말고너의하나님을경외하라! 44

너의종은남녀를무론하고너의사면이방인중에서

취할지니남녀종은이런자중에서살것이며 45또너

희중에우거한이방인의자녀중에서도너희가살수

있고또그들이너희중에서살아서너희땅에서가정

을이룬그중에서도그리할수있은즉그들이너희소

유가될찌니 46너희는그들을너희후손에게기업으로

주어소유가되게할것이라이방인중에서는너희가

영원한종을삼으려니와너희동족이스라엘자손은

너희피차엄하게부리지말지니라 47너희중에우거

하는이방인은부요하게되고그곁에사는너희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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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빈한하게됨으로너희중에우거하는그이방인에

게나그족속에게몸이팔렸으면 48팔린후에그를속

량할수있나니그형제중하나가속하거나 49삼촌이

나사촌이속하거나그근족중누구든지속할것이요

그가부요하게되면스스로속하되 50자기몸이팔린

해로부터희년까지를그산자와계산하여그년수를

따라서그몸의값을정할때에그사람을섬긴날을그

사람에게고용된날로여길것이라 51만일남은해가

많으면그연수대로팔린값에서속하는값을그사람

에게도로주고 52만일희년까지남은해가적으면그

사람과계산하여그연수대로속하는그값을그에게

도로줄지며 53주인은그를매년의삯군과같이여기

고너의목전에서엄하게부리지못하리라 54그가이

같이속하지못하면희년에이르러그와그자녀가자

유하리니 55이스라엘자손은나의품군이됨이라그들

은내가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나의품군이요나는

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26너희는자기를위하여우상을만들지말지니목상

이나주상을세우지말며너희땅에조각한석상을세

우고그에게경배하지말라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

임이니라! 2너희는나의안식일을지키며나의성소를

공경하라! 나는여호와니라! 3너희가나의규례와계

명을준행하면 4내가너희비를그시후에주리니땅

은그산물을내고밭의수목은열매를맺을지라 5너

희의타작은포도딸때까지미치며너희의포도따는

것은파종할때까지미치리니너희가음식을배불리

먹고너희땅에안전히거하리라 6내가그땅에평화

를줄것인즉너희가누우나너희를두렵게할자가없

을것이며내가사나운짐승을그땅에서제할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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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너희땅에두루행하지아니할것이며 7너희가

대적을쫓으리니그들이너희앞에서칼에엎드러질

것이라 8너희다섯이백을쫓고, 너희백이만을쫓으

리니너희대적들이너희앞에서칼에엎드러질것이

며 9내가너희를권고하여나의너희와세운언약을

이행하여너희로번성케하고너희로창대케할것이

며 10너희는오래두었던묵은곡식을먹다가새곡식

을인하여묵은곡식을치우게될것이며 11내가내장

막을너희중에세우리니내마음이너희를싫어하지

아니할것이며 12나는너희중에행하여너희하나님

이되고너희는나의백성이될것이니라 13나는너희

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어그종된것을면케한너

희하나님여호와라!내가너희멍에빗장목을깨뜨리

고너희로바로서서걷게하였느니라 14그러나너희

가내게청종치아니하여이모든명령을준행치아니

하며 15나의규례를멸시하며마음에나의법도를싫

어하여나의모든계명을준행치아니하며나의언약

을배반할진대 16내가이같이너희에게행하리니곧

내가너희에게놀라운재앙을내려폐병과열병으로

눈이어둡고생명이쇠약하게할것이요너희의파종은

헛되리니너희의대적이그것을먹을것임이며 17내가

너희를치리니너희가너희대적에게패할것이요너

희를미워하는자가너희를다스릴것이며너희는쫓

는자가없어도도망하리라 18너희가그렇게되어도

내게청종치아니하면너희죄를인하여내가너희를

칠배나더징치할지라 19내가너희의세력을인한교

만을꺾고너희하늘로철과같게하며너희땅으로놋

과같게하리니 20너희수고가헛될지라땅은그산물

을내지아니하고땅의나무는그열매를맺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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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21너희가나를거스려내게청종치않을진대내

가너희죄대로너희에게칠배나더재앙을내릴것이

라 22내가들짐승을너희중에보내리니그것들이너

희자녀를움키고너희육축을멸하며너희수효를감

소케할지라너희도로가황폐하리라 23이런일을당

하여도너희가내게로돌아오지아니하고나를대항할

진대 24나곧나도너희에게대항하여너희죄를인하

여너희를칠배나더칠지라 25내가칼을너희에게로

가져다가너희의배약한원수를갚을것이며너희가

성읍에모일지라도너희중에염병을보내고너희를

대적의손에붙일것이며 26내가너희의뢰하는양식

을끊을때에열여인이한화덕에서너희떡을구워저

울에달아주리니너희가먹어도배부르지아니하리라

27너희가이같이될지라도내게청종치아니하고내게

대항할진대 28내가진노로너희에게대항하되너희죄

를인하여칠배나더징책하리니 29너희가아들의고

기를먹을것이요딸의고기를먹을것이며 30내가너

희의산당을헐며너희의태양주상을찍어넘기며너

희시체를파상한우상위에던지고내마음이너희를

싫어할것이며 31내가너희성읍으로황폐케하고너

희성소들로황량케할것이요너희의향기로운향을

흠향치아니하고 32그땅을황무케하리니거기거하

는너희대적들이그것을인하여놀랄것이며 33내가

너희를열방중에흩을것이요내가칼을빼어너희를

따르게하리니너희의땅이황무하며너희의성읍이

황폐하리라 34너희가대적의땅에거할동안에너희

본토가황무할것이므로땅이안식을누릴것이라그

때에땅이쉬어안식을누리리니 35너희가그땅에거

한동안너희안식시에쉼을얻지못하던땅이그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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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동안에는쉬리라 36너희남은자에게는그대적의

땅에서내가그들의마음으로약하게하리니그들은

바람에불린잎사귀소리에도놀라도망하기를칼을

피하여도망하듯할것이요쫓는자가없어도엎드러

질것이라 37그들은쫓는자가없어도칼앞에있음같

이서로천답하여넘어지리니너희가대적을당할힘

이없을것이요 38너희가열방중에서망하리니너희

대적의땅이너희를삼킬것이라 39너희남은자가너

희대적의땅에서자기의죄로인하여쇠잔하며그열

조의죄로인하여그열조같이쇠잔하리라 40그들이

자기죄와그열조의죄와및그들이나를거스린허물

을자복하고또자기들이나를대항하였으므로 41나도

그들을대항하여그대적의땅으로끌어갔음을깨닫

고그할례받지아니한마음이낮아져서그죄악의형

벌을순히받으면 42내가야곱과맺은내언약과이삭

과맺은내언약을생각하며아브라함과맺은내언약

을생각하고그땅을권고하리라 43그들이나의법도

를싫어하며나의규례를멸시하였으므로그땅을떠

나서사람이없을때에땅이황폐하여안식을누릴것

이요그들은자기죄악으로형벌을순히받으리라 44

그런즉그들이대적의땅에거할때에내가싫어버리

지아니하며, 미워하지아니하며, 아주멸하지아니하

여나의그들과세운언약을폐하지아니하리니나는

여호와그들의하나님이됨이라 45내가그들의하나님

이되기위하여열방의목전에애굽에서인도하여낸

그들의열조와맺은언약을그들을위하여기억하리라

나는여호와니라! 46이상은여호와께서시내산에서자

기와이스라엘자손사이에모세로세우신규례와법

도와율법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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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사람을여호와께드리기로서

원하였으면너는그값을정할지니 3너의정한값은

이십세로육십세까지는남자이면성소의세겔대로은

오십세겔로하고 4여자이면그값을삼십세겔로하

며 5오세로이십세까지는남자이면그값을이십세겔

로하고여자이면십세겔로하며 6일개월로오세까지

는남자이면그값을은오세겔로하고여자이면그값

을은삼세겔로하며 7육십세이상은남자이면그값

을십오세겔로하고여자는십세겔로하라 8그러나

서원자가가난하여너의정가를감당치못하겠으면그

를제사장의앞으로데리고갈것이요제사장은그값

을정하되그서원자의형세대로값을정할지니라 9사

람이예물로여호와께드리는것이생축이면서원물로

여호와께드릴때는다거룩하니 10그것을변개하여

우열간바꾸지못할것이요혹생축으로생축을바꾸

면둘다거룩할것이며 11부정하여여호와께예물로

드리지못할생축이면그생축을제사장앞으로끌어

갈것이요 12제사장은그우열간에정가할지니그값

이제사장의정한대로될것이며 13그가그것을무르

려면정가에그오분일을더할지니라 14사람이자기

집을구별하여여호와께드리려면제사장이그우열간

에정가할지니그값이제사장의정한대로될것이며

15그사람이자기집을무르려면정가한돈에그오분

일을더할지니그리하면자기소유가되리라 16사람이

자기기업된밭얼마를구별하여여호와께드리려면

두락수대로정가하되보리한호멜지기에는은오십

세겔로계산할지며 17그가그밭을희년부터구별하여

드렸으면그값을네가정한대로할것이요 18그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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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후에구별하여드렸으면제사장이다음희년까지

남은연수를따라그값을계산하고정가에서그값에

상당하게감할것이며 19밭을구별하여드린자가그

것을무르려면정가한돈에그오분일을더할지니그

리하면그것이자기소유가될것이요 20그가그밭을

무르지아니하려거나타인에게팔았으면다시는무르

지못하고 21희년이되어서그밭이돌아오게될때에

는여호와께바친성물이되어영영히드린땅과같이

제사장의기업이될것이며 22사람에게샀고자기기

업이아닌밭을여호와께구별하여드렸으면 23너는

정가하고제사장은그를위하여희년까지계산하고그

는너의정가한돈을그날에여호와께드려성물을삼

을지며 24그밭은희년에판사람곧그기업의본주에

게로돌아갈지니라 25너의모든정가를성소의세겔

대로하되이십게라를한세겔로할지니라 26오직생

축의첫새끼는여호와께돌릴첫새끼라우양을물론하

고여호와의것이니누구든지그것으로는구별하여드

리지못할것이며 27부정한짐승이면너의정가에그

오분일을더하여속할것이요만일속하지아니하거

든너의정가대로팔지니라 28오직여호와께아주바

친그물건은사람이든지생축이든지기업의밭이든지

팔지도못하고속하지도못하나니바친것은다여호

와께지극히거룩함이며 29아주바친그사람은다시

속하지못하나니반드시죽일지니라! 30땅의십분일

곧땅의곡식이나나무의과실이나그십분일은여호

와의것이니여호와께성물이라 31사람이그십분일

을속하려면그것에그오분일을더할것이요 32소나

양의십분일은막대기아래로통과하는것의열째마

다여호와의거룩한것이되리니 33그우열을교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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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바꾸거나하지말라바꾸면둘다거룩하리니속

하지못하리라 34이상은여호와께서시내산에서이스

라엘자손을위하여모세에게명하신계명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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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이스라엘자손이애굽땅에서나온후제이년이월

일일에여호와께서시내광야회막에서모세에게일러

가라사대 2너희는이스라엘자손의모든회중각남자

의수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그명수대로계수

할지니 3이스라엘중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

한모든자를너와아론은그군대대로계수하되 4매

지파의각기종족의두령한사람씩너희와함께하라

5너희와함께설사람들의이름은이러하니르우벤에

게서는스데울의아들엘리술이요 6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아들슬루미엘이요 7유다에게서는암미

나답의아들나손이요 8잇사갈에게서는수리알의아

들느다넬이요 9스불론에게서는헬론의아들엘리압

이요 10요셉자손에게서는에브라임에암미훗의아들

엘리사마와,므낫세에브다술의아들가말리엘이요 11

베냐민에게서는기드오니의아들아비단이요 12단에

게서는암미삿대의아들아히에셀이요 13아셀에게서

는오그란의아들바기엘이요 14갓에게서는드우엘의

아들엘리아삽이요 15납달리에게서는에난의아들아

히라니라하시니 16그들은회중에서부름을받은자요

그조상지파의족장으로서이스라엘천만인의두령이

라 17모세와아론이지명된이사람들을데리고 18이

월일일에온회중을모으니그들이각기가족과종족

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그명수를의지하여자기계

통을말하매 19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그가

시내광야에서그들을계수하였더라 20이스라엘의장

자르우벤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

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각남자

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21르우벤지파의계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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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입은자가사만육천오백명이었더라 22시드몬의

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이

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각남자를그명수대

로다계수하니 23시므온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가

오만구천삼백명이었더라 24갓의아들에게서난자를

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

나갈만한자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25갓지파의

계수함을입은자가사만오천육백오십명이었더라

26유다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

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수

대로다계수하니 27유다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가

칠만사천육백명이었더라 28잇사갈의아들들에게서

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

싸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29잇

사갈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가오만사천사백명이었

더라 30스불론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

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자를

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31스불론지파의계수함을

입은자가오만칠천사백명이었더라 32요셉의아들

에브라임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

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

수대로다계수하니 33에브라임지파의계수함을입은

자가사만오백명이었더라 34므낫세의아들들에게서

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

싸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35므

낫세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가삼만이천이백명이

었더라 36베냐민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

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자

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37단의아들들에게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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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

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38베냐

민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가삼만오천사백명이었

더라단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

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

수대로다계수하니베냐민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

가삼만오천사백명이었더라 39단지파의계수함을

입은자가육만이천칠백명이었더라 40아셀의아들들

에게서난자를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

상으로싸움에나갈만한자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

니 41아셀지파의계수함을입은자가사만일천오백

명이었더라 42납달리의아들들에게서난자를그들의

가족과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나갈만

한자를그명수대로다계수하니 43납달리지파의계

수함을입은자가오만삼천사백명이었더라 44이계

수함을입은자는모세와아론과각기이스라엘종족

을대표한족장십이인이계수한자라 45이같이이스

라엘자손의그종족을따라이십세이상으로싸움에

나갈만한자가이스라엘중에서다계수함을입었으

니 46계수함을입은자의총계가육십만삼천오백오

십명이었더라 47오직레위인은그조상의지파대로그

계수에들지아니하였으니 48이는여호와께서모세에

게일러가라사대 49레위지파만은너는계수치말며

그들을이스라엘자손계수중에넣지말고 50그들을

증거막과그모든기구와그모든부속품을관리하게

하라 51그들은그장막과그모든기구를운반하며거

기서봉사하며장막사면에진을칠지며 52장막을운

반할때에는레위인이그것을걷고장막을세울때에

는레위인이그것을세울것이요외인이가까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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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지며 53레위인은증거막사면에진을쳐서이스라

엘자손의회중에게진노가임하지않게할것이라레

위인은증거막에대한책임을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54이스라엘자손이그대로행하되여호와께서모세에

게명하신대로행하였더라

2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

라엘자손은각각그기와그종족의기호곁에진을치

되회막을사면으로대하여치라 3동방해돋는편에

진칠자는그군대대로유다의진기에속한자라유다

자손의족장은암미나답의아들나손이요 4그군대는

계수함을입은자가칠만사천육백명이며 5그곁에

진칠자는잇사갈지파라잇사갈자손의족장은수알

의아들느다넬이요 6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오

만사천사백명이며 7또스불론지파라스불론자손의

족장은헬론의아들엘리압이요 8그군대는계수함을

입은자오만칠천사백명이니 9유다진에속한군대

의계수함을입은군대의총계가십팔만육천사백명

이라그들은제일대로진행할지니라 10남편에는르우

벤군대의진기가있을것이라르우벤자손의족장은

스데울의아들엘리술이요 11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

자사만육천오백명이며 12그곁에진칠자는시므온

지파라시므온자손의족장은수리삿대의아들슬루미

엘이요 13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오만구천삼백

명이며 14또갓지파라갓자손의족장은르우엘의아

들엘리아삽이요 15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사만

오천육백오십명이니 16르우벤진에속한계수함을

입은군대의총계가십오만일천사백오십명이라그

들은제이대로진행할지니라 17그다음에회막이레

위인의진과함께모든진의중앙에있어진행하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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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진친순서대로각사람은그위치에서그기를따

라앞으로행할지니라 18서편에는에브라임의군대의

진기가있을것이라에브라임자손의족장은암미훗

의아들엘리사마요 19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사

만오백명이며 20그곁에는므낫세지파가있을것이

라므낫세자손의족장은브다술의아들가말리엘이요

21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삼만이천이백명이며

22또베냐민지파라베냐민자손의족장은기드오니의

아들아비단이요 23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삼만

오천사백명이니 24에브라임진에속한계수함을입은

군대의총계가십만팔천일백명이라그들은제삼대

로진행할지니라 25북편에는단군대의진기가있을

것이라단자손의족장은암미삿대의아들아히에셀이

요 26그군대는계수함을입은자육만이천칠백명이

며 27그곁에진칠자는아셀지파라아셀자손의족장

은오그란의아들바기엘이요 28그군대는계수함을

입은자사만일천오백명이며 29또납달리지파라납

달리자손의족장은에난의아들아히라요 30그군대

는계수함을입은자오만삼천사백명이니 31단의진

에속한계수함을입은군대의총계가십오만칠천육

백명이라그들은기를따라후대로진행할지니라하시

니라 32이상은이스라엘자손이그종족을따라계수

함을입은자니모든진의군대곧계수함을입은총계

가육십만삼천오백오십명이었으며 33레위인은이스

라엘자손과함께계수되지아니하였으니여호와께서

모세에게명하심과같았느니라 34이스라엘자손이여

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다준행하여각기가족

과종족을따르며그기를따라진치기도하며진행하

기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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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호와께서시내산에서모세와말씀하실때에아론

과모세의낳은자가이러하니라 2아론의아들들의이

름은장자는나답이요, 다음은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이는아론의아들들의이름이며그들은

기름을발리우고거룩히구별되어제사장직분을위임

받은제사장들이라 4나답과아비후는시내광야에서

다른불을여호와앞에드리다가여호와앞에서죽었

고무자하였고엘리아살과, 이다말이그아비아론앞

에서제사장의직분을행하였더라 5여호와께서또모

세에게일러가라사대 6레위지파로나아와제사장아

론앞에서서그에게시종하게하라 7그들이회막앞

에서아론의직무와온회중의직무를위하여회막에

서시무하되 8곧회막의모든기구를수직하며이스라

엘자손의직무를위하여장막에서시무할지니 9너는

레위인을아론과그아들들에게주라그들은이스라엘

자손중에서아론에게온전히돌리운자니라 10너는아

론과그아들들을세워제사장직분을행하게하라외

인이가까이하면죽임을당할것이니라 11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2보라내가이스라엘자손

중에서레위인을택하여이스라엘자손중모든첫태

에처음난자를대신케하였은즉레위인은내것이라!

13처음난자는다내것임은내가애굽땅에서그처음

난자를다죽이던날에이스라엘의처음난자는사람

이나짐승을다거룩히구별하였음이니그들은내것

이될것임이니라 14여호와께서시내광야에서모세에

게일러가라사대 15레위자손을그들의종족과가족

을따라계수하되일개월이상의남자를다계수하라

16모세가여호와의말씀을좇아그명하신대로계수

하니라 17레위의아들들의이름은이러하니게르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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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핫과, 므라리요 18게르손의아들들의이름은그가

족대로이러하니립니와,시므이요 19고핫의아들들은

그가족대로이러하니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20므라리의아들들은그가족대로말리와,

무시니이는그종족대로된레위인의가족들이니라 21

게르손에게서는립니가족과,시므이가족이났으니

이들이곧게르손의가족들이라 22계수함을입은자의

수효곧일개월이상남자의수효합계가칠천오백명

이며 23게르손가족들은장막뒤곧서편에진을칠것

이요 24라엘의아들엘리아삽은게르손사람의종족의

족장이될것이며 25게르손자손의회막에대하여맡을

것은성막과,장막과, 그덮개와, 회막문장과, 26뜰의

휘장과, 및성막과, 단사면에있는뜰의문장과, 그모

든것에쓰는줄들이니라 27고핫에게서는아므람가족

과, 이스할가족과, 헤브론가족과, 웃시엘가족이났으

니이들이곧고핫가족들이라 28계수함을입은일개

월이상모든남자의수효가팔천육백명인데성소를

맡을것이며 29고핫자손의가족들은성막남편에진

을칠것이요 30웃시엘의아들엘리사반은고핫사람

의가족과, 종족의족장이될것이며 31그들의맡을것

은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봉사하는

데쓰는기구들과휘장과그것에쓰는모든것이며 32

제사장아론의아들엘리아살은레위인의족장들의어

른이되고또성소를맡을자를통할할것이니라 33므

라리에게서는말리가족과무시가족이났으니이들이

곧므라리가족들이라 34그계수함을입은자곧일개

월이상남자의수효총계가육천이백명이며 35아비

하일의아들수리엘이므라리가족과종족의족장이

될것이요이가족은장막북편에진을칠것이며 36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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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자손의맡을것은성막의널판과,그띠와,그기

둥과, 그받침과, 그모든기구와, 그것에쓰는모든것

이며, 37뜰사면기둥과, 그받침과, 그말뚝과, 그줄들

이니라 38장막앞동편곧회막앞해돋는편에는모세

와, 아론과, 아론의아들들이진을치고이스라엘자손

의직무를대신하여성소의직무를지킬것이며외인

이가까이하면죽일지니라! 39모세와아론이여호와

의명을좇아레위인을각가족대로계수한즉일개월

이상남자의수효가이만이천명이었더라 40여호와께

서또모세에게이르시되이스라엘자손의처음난남

자를일개월이상으로다계수하여그명수를기록하

라 41나는여호와라! 이스라엘자손중모든처음난자

의대신에레위인을내게돌리고또이스라엘자손의

가축중모든처음난것의대신에레위인의가축을내

게돌리라 42모세가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

이스라엘자손중모든처음난자를계수하니 43일개

월이상으로계수함을입은처음난남자의명수의총

계가이만이천이백칠십삼명이었더라 44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45이스라엘자손중모든처

음난자의대신에레위인을취하고또그들의가축대

신에레위인의가축을취하라레위인은내것이라나

는여호와니라! 46이스라엘자손의처음난자가레위

인보다이백칠십삼인이더한즉속하기위하여 47매

명에오세겔씩취하되성소의세겔대로취하라한세

겔은이십게라니라 48그더한자의속전을아론과그

아들들에게줄것이니라 49모세가레위인으로대속한

이외의사람들에게서속전을받았으니 50곧이스라엘

자손의처음난자에게서받은돈이성소의세겔대로

일천삼백육십오세겔이라 51이속전을여호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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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대로아론과그아들들에게주었으니여호와께서모

세에게명하심과같았느니라

4여호와께서또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2레

위자손중에서고핫자손을그들의가족과종족을따

라총계할지니 3곧삼십세이상으로오십세까지회막

의일을하기위하여그역사에참가할만한모든자를

계수하라 4고핫자손의회막안지성물에대하여할

일은이러하니라 5행진할때에아론과그아들들이들

어가서간막는장을걷어증거궤를덮고 6그위에해

달의가죽으로덮고그위에순청색보자기를덮은후

에그채를꿰고 7또진설병의상에청색보자기를펴

고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잔들을그위

에두고또항상진설하는떡을그위에두고 8홍색보

자기를그위에펴고그것을해달의가죽덮개로덮은

후에그채를꿰고 9또청색보자기를취하여등대와,

그등잔들과,그불집게들과,불똥그릇들과,그쓰는

바모든기름그릇을덮고 10등대와그모든기구를해

달의가죽덮개안에넣어메는틀위에두고 11또금단

위에청색보자기를펴고해달의가죽덮개로덮고그

채를꿰고 12또성소에서봉사하는데쓰는모든기명

을취하여청색보자기에싸서해달의가죽덮개로덮

어메는틀위에두고 13또단의재를버리고그단위

에자색보자기를펴고 14봉사하는데쓰는모든기구

곧불옮기는그릇들과, 고기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

야들과, 단의모든기구를두고해달의가죽덮개를그

위에덮고그채를꿸것이며 15행진할때에아론과그

아들들이성소와성소의모든기구덮기를필하거든

고핫자손이와서멜것이니라그러나성물은만지지

말지니죽을까하노라회막물건중에서이것들은고



민수기 266

핫자손이멜것이며 16제사장아론의아들엘르아살

의맡을것은등유와, 분향할향품과, 항상드리는소제

물과, 관유며, 또장막의전체와, 그중에있는모든것

과, 성소와, 그 모든기구니라 17여호와께서또모세와

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18너희는고핫족속의지파를

레위인중에서끊어지게말지니 19그들이지성물에접

근할때에그생명을보존하고죽지않게하기위하여

너희는이같이하여아론과그아들들이들어가서각

사람에게그할일과그멜것을지휘할지니라 20그들

은잠시라도들어가서성소를보지말것은죽을까함

이니라 21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2

게르손자손도그종족과가족을따라총계하되 23삼

십세이상으로오십세까지회막봉사에입참하여일할

만한모든자를계수하라 24게르손가족의할일과멜

것은이러하니 25곧그들은성막의앙장들과,회막과,

그덮개와,그위의해달의가죽덮개와,회막문장을

메이며 26뜰의휘장과,및성막과,단사면에있는뜰의

문장과, 그줄들과, 그것에사용하는모든기구를메이

며이모든것을어떻게맡아처리할것이라 27게르손

자손은그모든일곧멜것과처리할것에아론과그

아들들의명대로할것이니너희는그들의멜짐을그

들에게맡길것이니라 28게르손자손의가족들이회막

에서할일이이러하며그들의직무는제사장아론의

아들이다말이감독할지니라 29너는므라리자손도그

가족과종족을따라계수하되 30삼십세이상으로오십

세까지회막봉사에입참하여일할만한모든자를계

수하라 31그들이직무를따라회막에서할모든일곧

그멜것이이러하니곧장막의널판들과,그띠들과,

그기둥들과, 그받침들과, 32뜰사면기둥들과, 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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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들과, 그말뚝들과, 그줄들과, 그모든기구들과, 무

릇그것에쓰는것이라너희는그들의맡아멜모든기

구의명목을지정하라 33이는제사장아론의아들이

다말의수하에있을므라리자손의가족들이그모든

사무대로회막에서행할일이니라 34모세와아론과회

중의족장들이고핫자손들을그가족과종족대로계

수하니 35삼십세이상으로오십세까지회막봉사에입

참하여일할만한모든자 36곧그가족대로계수함을

입은자가이천칠백오십이니 37이는모세와아론이

여호와께서모세로명하신대로회막에서종사하는고

핫인의모든가족중계수한자니라 38게르손자손의

그가족과종족을따라계수함을입은자는 39삼십세

이상으로오십세까지회막봉사에입참하여일할만한

모든자라 40그가족과종족을따라계수함을입은자

가이천육백삼십명이니 41이는모세와아론이여호

와의명대로회막에서종사하는게르손자손의모든

가족중계수한자니라 42므라리자손의가족중그가

족과종족을따라계수함을입은자는 43삼십세이상

으로오십세까지회막봉사에입참하여일할만한모

든자라 44그가족을따라계수함을입은자가삼천이

백명이니 45이는모세와아론이여호와께서모세로명

하신대로므라리자손들의가족중계수한자니라 46

모세와아론과이스라엘족장들이레위인을그가족과

종족대로다계수하니 47삼십세이상으로오십세까지

회막봉사와메는일에입참하여일할만한모든자 48

곧그계수함을입은자가팔천오백팔십명이라 49그

들이그할일과멜일을따라모세에게계수함을입었

으되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그들이계수함

을입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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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자

손에게명하여모든문둥병환자와유출병이있는자

와주검으로부정케된자를다진밖으로내어보내되

3무론남녀하고다진밖으로내어보내어그들로진을

더럽히게말라내가그진가운데거하느니라하시매 4

이스라엘자손이그같이행하여그들을진밖으로내

어보내었으니곧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신대로이

스라엘자손이행하였더라 5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6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라남자나여

자나사람들이범하는죄를범하여여호와께패역하여

그몸에죄를얻거든 7그지은죄를자복하고그죄값

을온전히갚되오분지일을더하여그가죄를얻었던

그본주에게돌려줄것이요 8만일죄값을받을만한

친족이없거든그죄값을여호와께드려제사장에게

로돌릴것이니이는그를위하여속죄할수양외에돌

릴것이니라 9이스라엘자손의거제로제사장에게가

져오는모든성물은그의것이될것이라 10각사람의

구별한물건은그의것이되나니누구든지제사장에게

주는것은그의것이되느니라 11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12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그들에게

이르라만일어떤사람의아내가실행하여남편에게

범죄하여 13타인과정교를하였으나그남편의눈에

숨겨드러나지아니하였고그여자의더러워진일에

증인도없고그가잡히지아니하였어도 14그더러워짐

을인하여남편이의심이생겨서그아내를의심하든

지또는아내가더럽히지아니하였어도그남편이의

심이생겨서그아내를의심하거든 15그아내를데리고

제사장에게로가서그를위하여보리가루에바십분

지일을예물로드리되그것에기름도붓지말고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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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지말라이는의심의소제요생각하게하는소제

니곧죄악을생각하게하는것이니라 16제사장은그

여인으로가까이오게하여여호와앞에세우고 17토

기에거룩한물을담고성막바닥의티끌을취하여물

에넣고 18여인을여호와앞에세우고그머리를풀게

하고생각하게하는소제물곧의심의소제물을그두

손에두고제사장은저주가되게할쓴물을자기손에

들고 19여인에게맹세시켜그에게이르기를네가네

남편을두고실행하여사람과동침하여더럽힌일이

없으면저주가되게하는이쓴물의해독을면하리라

20그러나네가네남편을두고실행하여더럽혀서네

남편아닌사람과동침하였으면 21제사장이그여인으

로저주의맹세를하게하고그여인에게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네넓적다리로떨어지고네배로부어서

너로네백성중에저줏거리, 맹셋거리가되게하실지

라 22이저주가되게하는이물이네창자에들어가서

네배로붓게하고네넓적다리로떨어지게하리라할

것이요여인은아멘, 아멘할지니라 23제사장이저주

의말을두루마리에써서그글자를그쓴물에빨아넣

고 24여인으로그저주가되게하는쓴물을마시게할

지니그저주가되게하는물이그속에들어가서쓰리

라 25제사장이먼저그여인의손에서의심의소제물

을취하여그소제물을여호와앞에흔들고가지고단

으로가서 26그소제물중에서기념으로한움큼을취

하여단위에소화하고그후에여인에게그물을마시

울지라 27그물을마시운후에만일여인이몸을더럽

혀서그남편에게범죄하였으면그저주가되게하는

물이그의속에들어가서쓰게되어그배가부으며그

넓적다리가떨어지리니그여인이백성중에서저줏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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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될것이니라 28그러나여인이더럽힌일이없고

정결하면해를받지않고잉태하리라 29이는의심의

법이니아내가그남편을두고실행하여더럽힌때나

30또는그남편이의심이생겨서그아내를의심할때

에그여인을여호와앞에두고제사장이이법대로행

할것이라 31남편은무죄할것이요여인은죄가있으

면당하리라

6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자

손에게고하여그들에게이르라남자나여자가특별한

서원곧나실인의서원을하고자기몸을구별하여여

호와께드리거든 3포도주와독주를멀리하며포도주

의초나독주의초를마시지말며포도즙도마시지말

며생포도나건포도도먹지말지니 4자기몸을구별하

는모든날동안에는포도나무소산은씨나껍질이라

도먹지말지며 5그서원을하고구별하는모든날동

안은삭도를도무지그머리에대지말것이라자기몸

을구별하여여호와께드리는날이차기까지그는거

룩한즉그머리털을길게자라게할것이며 6자기몸

을구별하여여호와께드리는모든날동안은시체를

가까이하지말것이요 7그부모형제자매가죽은때

에라도그로인하여더럽히지말것이니이는자기몸

을구별하여하나님께드리는표가그머리에있음이

라 8자기몸을구별하는모든날동안그는여호와께

거룩한자니라 9누가홀연히그곁에서죽어서스스로

구별한자의머리를더럽히거든그몸을정결케하는

날에머리를밀것이니곧제칠일에밀것이며 10제팔

일에산비둘기두마리나집비둘기새끼두마리를가

지고회막문에와서제사장에게줄것이요 11제사장

은그하나를속죄제물로, 하나를번제물로드려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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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체로인하여얻은죄를속하고또그는당일에그

의머리를성결케할것이며 12자기몸을구별하여여

호와께드릴날을새로정하고일년된수양을가져다

가속건제로드릴지니라자기몸을구별한때에그몸

을더렵혔은즉지나간날은무효니라 13나실인의법은

이러하니라자기몸을구별한날이차면그사람을회

막문으로데리고갈것이요 14그는여호와께예물을

드리되번제물로일년된흠없는수양하나와속죄제

물로일년된흠없는어린암양하나와화목제물로흠

없는수양하나와 15무교병한광주리와고운가루에

기름섞은과자들과기름바른무교전병들과그소제

물과전제물을드릴것이요 16제사장은그것들을여호

와앞에가져다가속죄제와번제를드리고 17화목제물

로수양에무교병한광주리를아울러여호와께드리

고그소제와전제를드릴것이요 18자기몸을구별한

나실인은회막문에서그머리털을밀고그것을화목

제물밑에있는불에둘지며 19자기몸을구별한나실

인이그머리털을민후에제사장이삶은수양의어깨

와광주리가운데무교병하나와무교전병하나를취

하여나실인의두손에두고 20여호와앞에요제로흔

들것이며그것과흔든가슴과든넓적다리는성물이

라다제사장에게돌릴것이니라그후에는나실인이

포도주를마실수있느니라 21이는곧서원한나실인

이자기몸을구별한일로인하여여호와께예물을드

림과행할법이며이외에도힘이미치는대로하려니

와그서원한대로자기몸을구별하는법을따라할것

이니라 2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3아론

과그아들들에게고하여이르기를너희는이스라엘

자손을위하여이렇게축복하여이르되 24여호와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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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복을주시고너를지키시기를원하며 25여호와는

그얼굴로네게비취사은혜베푸시기를원하며 26여

호와는그얼굴을네게로향하여드사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할지니라하라 27그들은이같이내이름으로

이스라엘자손에게축복할지니내가그들에게복을주

리라!

7모세가장막세우기를필하고그것에기름을발라

거룩히구별하고또그모든기구와단과그모든기구

에기름을발라거룩히구별한날에 2이스라엘족장들

곧그들의종족의두령들이요그지파의족장으로서

그계수함을입은자의감독된자들이예물을드렸으

니 3그들의여호와께드린예물은덮개있는수레여

섯과소열둘이니족장둘에수레가하나씩이요하나

에소가하나씩이라그것들을장막앞에드린지라 4여

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5그것을그들에게

서받아레위인에게주어각기직임대로회막봉사에

쓰게할지니라 6모세가수레와소를받아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곧게르손자손들에게는그직임대로수레

둘과,소넷을주었고 8므라리자손들에게는그직임

대로수레넷과, 소여덟을주고제사장아론의아들이

다말로감독케하였으나 9고핫자손에게는주지아니

하였으니그들의성소의직임은그어깨로메는일을

하는까닭이었더라 10단에기름을바르던날에족장들

이단의봉헌을위하여예물을가져다가그예물을단

앞에드리니라 1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기를족

장들은하루한사람씩단의봉헌예물을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제일일에예물을드린자는유다지파암

미나답의아들나손이라 13그예물은성소의세겔대로

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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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

채웠고 14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그것에는향

을채웠고 15또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 수양하나

와, 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16속죄제물로수염소

하나이며 17화목제물로소둘과,수양다섯과,수염소

다섯과, 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암미나답의

아들나손의예물이었더라 18제이일에는잇사갈의족

장수알의아들느다넬이드렸으니 19그드린예물도

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 칠십

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

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20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

나라그것에는향을채웠고 21또번제물로수송아지

하나와,수양하나와,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22속

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23화목제물로소둘과, 수

양다섯과수염소다섯과, 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

이는수알의아들느다넬의예물이었더라 24제삼일에

는스불론자손의족장헬론의아들엘리압이드렸으

니 25그예물도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

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

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26또십세겔

중금숟가락하나라이것에는향을채웠고 27또번제

물로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와, 일년된어린수양

하나이며 28속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29화목제물

로소둘과, 수양다섯과, 수염소다섯과, 일년된어린

수양다섯이라이는헬론의아들엘리압의예물이었더

라 30제사일에는르우벤자손의족장스데울의아들

엘리술이드렸으니 31그예물도성소의세겔대로일백

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나라

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채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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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2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이것에는향을채

웠고 33또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와, 일

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34속죄제물로수염소하나

이며 35화목제물로소둘과, 수양다섯과, 수염소다섯

과, 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스데울의아들엘

리술의예물이었더라 36제오일에는시므온자손의족

장수리삿대의아들슬루미엘이드렸으니 37그예물도

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칠십

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

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38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

나라이것에는향을채웠고 39또번제물로수송아지

하나와수양하나와, 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40속

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41화목제물로소둘과, 수

양다섯과, 수염소다섯과, 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

이는수리삿대의아들슬루미엘의예물이었더라 42제

육일에는갓자손의족장드우엘의아들엘리아삽이

드렸으니 43그예물도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

겔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

릇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44또

십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이것에는향을채웠고 45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 수양하나와, 일년된어

린수양하나이며 46속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47

화목제물로소둘과, 수양다섯과, 수염소다섯과, 일년

된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드우엘의아들엘리아삽

의예물이었더라 48제칠일에는에브라임자손의족장

암미훗의아들엘리사마가드렸으니 49그예물도성소

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

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

고운가루를채웠고 50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



민수기 275

이것에는향을채웠고 51또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

,수양하나와,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52속죄제물

로수염소하나이며 53화목제물로소둘과, 수양다섯

과,수염소다섯과,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

암미훗의아들엘리사마의예물이었더라 54제팔일에

는므낫세자손의족장브다술의아들가말리엘이드

렸으니 55그예물도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

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

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56또십

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이것에는향을채웠고 57또

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와, 일년된어린

수양하나이며 58속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59화목

제물로소둘과,수양다섯과,수염소다섯과,일년된

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브다술의아들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60제구일에는베냐민자손의족장기드

오니의아들아비단이드렸으니 61그예물도성소의

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

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

운가루를채웠고 62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이

것에는향을채웠고 63또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

수양하나와, 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64속죄제물

로수염소하나이며 65화목제물로소둘과, 수양다섯

과,수염소다섯과,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

기드오니의아들아비단의예물이었더라 66제십일에

는단자손의족장암미삿대의아들아히에셀이드렸

으니 67그예물도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

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

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68또십세

겔중금숟가락하나라이것에는향을채웠고 69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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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 수양하나와, 일년된어린수

양하나이며 70속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71화목제

물로소둘과, 수양다섯과, 수염소다섯과, 일년된어

린수양다섯이라이는암미삿대의아들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72제십일일에는아셀자손의족장오그

란의아들바기엘이드렸으니 73그예물도성소의세

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와칠십세겔중은

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로기름섞은고운

가루를채웠고 74또십세겔중금숟가락하나라이것에

는향을채웠고 75또번제물로수송아지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며 76속죄제물로수

염소하나이며 77화목제물로소둘과, 수양다섯과, 수

염소다섯과, 일년된어린수양다섯이라이는오그란

의아들바기엘의예물이었더라 78제십이일에는납달

리자손의족장에난의아들아히라가드렸으니 79그

예물도성소의세겔대로일백삼십세겔중은반하나

와칠십세겔중은바리하나라이두그릇에는소제물

로기름섞은고운가루를채웠고 80또십세겔중금숟

가락하나라이것에는향을채웠고 81또번제물로수

송아지하나와, 수양하나와, 일년된어린수양하나이

며 82속죄제물로수염소하나이며 83화목제물로소

둘과,수양다섯과,수염소다섯과,일년된어린수양

다섯이라이는에난의아들아히라의예물이었더라 84

이는곧단에기름바르던날에이스라엘족장들이드

린바단의봉헌예물이라은반이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숟가락이열둘이니 85은반은각각일백

삼십세겔중이요,은바리는각각칠십세겔중이라성

소의세겔대로모든기명의은이도합이이천사백세

겔이요, 86또향을채운금숟가락이열둘이니, 성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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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겔대로각각십세겔중이라그숟가락의금이도합

이일백이십세겔이요 87또번제물로수송아지가열

둘이요,수양이열둘이요,일년된어린수양이열둘

이요,그소제물이며속죄제물로수염소가열둘이며

88화목제물로수소가이십사요,수양이육십이요,수

염소가육십이요, 일년된어린수양이육십이라, 이는

단에기름바른후에드린바단의봉헌예물이었더라

89모세가회막에들어가서여호와께말씀하려할때에

증거궤위속죄소위의두그룹사이에서자기에게말

씀하시는목소리를들었으니여호와께서그에게말씀

하심이었더라

8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아론에게

고하여이르라등을켤때에는일곱등잔을등대앞으

로비취게할지니라하시매 3아론이그리하여등불을

등대앞으로비취도록켰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

하심과같았더라 4이등대의제도는이러하니곧금을

쳐서만든것인데밑판에서그꽃까지쳐서만든것이

라모세가여호와께서자기에게보이신식양을따라

이등대를만들었더라 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

라사대 6이스라엘자손중에서레위인을취하여정결

케하라 7너는이같이하여그들을정결케하되곧속

죄의물로그들에게뿌리고그들로그전신을삭도로

밀게하고그의복을빨게하여몸을정결케하고 8또

그들로수송아지하나를번제물로, 기름섞은고운가

루를그소제물로취하게하고그외에너는또수송아

지하나를속죄물로취하고 9레위인을회막앞에나오

게하고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을모으고 10레위인

을여호와앞에나오게하고이스라엘자손으로그들

에게안수케한후에 11아론이이스라엘자손을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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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레위인을요제로여호와앞에드릴지니이는그들

로여호와를봉사케하기위함이라 12레위인으로수송

아지들의머리를안수케하고네가그하나는속죄제

물로하나는번제물로여호와께드려레위인을속죄하

고 13레위인을아론과그아들들앞에세워여호와께

요제로드릴지니라 14너는이같이이스라엘자손중에

서레위인을구별하라그리하면그들이내게속할것

이라 15네가그들을정결케하여요제로드린후에그

들이회막에들어가서봉사할것이니라 16그들은이스

라엘자손중에서내게온전히드린바된자라이스라

엘자손중일절초태생곧모든처음난자의대신으로

내가그들을취하였나니 17이스라엘자손중에처음

난것은사람이든지짐승이든지다내게속하였음은

내가애굽땅에서그모든처음난자를치던날에내

가그들을내게구별하였음이라 18이러므로내가이스

라엘자손중모든처음난자의대신으로레위인을취

하였느니라 19내가이스라엘자손중에서레위인을취

하여그들을아론과그아들들에게선물로주어서그

들로회막에서이스라엘자손을대신하여봉사하게하

며또이스라엘자손을위하여속죄하게하였나니이

는이스라엘자손이성소에가까이할때에그들중에

재앙이없게하려하였음이니라 20모세와아론과이스

라엘자손의온회중이여호와께서레위인에게대하여

모세에게명하신것을다좇아레위인에게행하였으되

곧이스라엘자손이그와같이그들에게행하였더라

21레위인이이에죄에서스스로깨끗케하고그옷을

빨매아론이그들을여호와앞에요제로드리고그가

또그들을위하여속죄하여정결케한 22후에레위인

이회막에들어가서아론과그아들들의앞에서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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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여호와께서레위인의일에대하여모세에게명

하신것을좇아그와같이그들에게행하였더라 23여

호와께서또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4레위인은이같

이할지니곧이십오세이상으로는회막에들어와서

봉사하여일할것이요 25오십세부터는그일을쉬어

봉사하지아니할것이나 26그형제와함께회막에서

모시는직무를지킬것이요일하지아니할것이라너

는레위인의직무에대하여이같이할지니라

9애굽땅에서나온다음해정월에여호와께서시내

광야에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자손으

로유월절을그정기에지키게하라 3그정기곧이달

십사일해질때에너희는그것을지키되그모든율례

와그모든규례대로지킬지니라! 4모세가이스라엘

자손에게명하여유월절을지키라! 하매 5그들이정월

십사일해질때에시내광야에서유월절을지켰으되

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것을다

좇아행하였더라 6때에사람의시체로인하여부정케

되어서유월절을지킬수없는사람들이있었는데그

들이당일에모세와아론앞에이르러 7그에게이르되

`우리가사람의시체로인하여부정케되었거니와우

리를금지하여이스라엘자손과함께정기에여호와께

예물을드리지못하게하심은어찜이니이까?' 8모세

가그들에게이르되 `기다리라여호와께서너희에게

대하여어떻게명하시는지내가들으리라' 9여호와께

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0이스라엘자손에게일러

고하여이르라너희나너희후손중에시체로인하여

부정케되든지먼여행중에있든지할지라도다여호

와앞에마땅히유월절을지키되 11이월십사일해질

때에그것을지켜서어린양에무교병과쓴나물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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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먹을것이요 12아침까지그것을조금도남겨두

지말며그뼈를하나도꺽지말아서유월절모든율례

대로지킬것이니라 13그러나사람이정결도하고여

행중에도있지아니하면서유월절을지키지아니하는

자는그백성중에서끊쳐지리니이런사람은그정기에

여호와께예물을드리지아니하였은즉그죄를당할지

며 14만일타국인이너희중에우거하여여호와앞에

유월절을지키고자하면유월절율례대로그규례를

따라서행할지니우거한자에게나본토인에게나그율

례는동일할것이니라 15성막을세운날에구름이성

막곧증거막을덮었고저녁이되면성막위에불모양

같은것이나타나서아침까지이르렀으되 16항상그러

하여낮에는구름이그것을덮었고밤에는불모양이

있었는데 17구름이성막에서떠오르는때에는이스라

엘자손이곧진행하였고구름이머무는곳에이스라

엘자손이진을쳤으니 18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의

명을좇아진행하였고여호와의명을좇아진을쳤으

며구름이성막위에머무는동안에는그들이유진하

였고 19구름이장막위에머무는날이오랠때에는이

스라엘자손이여호와의명을지켜진행치아니하였으

며 20혹시구름이장막위에머무는날이적을때에도

그들이다만여호와의명을좇아유진하고여호와의

명을좇아진행하였으며 21혹시구름이저녁부터아침

까지있다가아침에그구름이떠오를때에는그들이

진행하였고구름이밤낮있다가떠오르면곧진행하

였으며 22이틀이든지,한달이든지,일년이든지,구름

이성막위에머물러있을동안에는이스라엘자손이

유진하고진행치아니하다가떠오르면진행하였으니

23곧그들이여호와의명을좇아진을치며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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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좇아진행하고또모세로전하신여호와의명을

따라여호와의직임을지켰더라

10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은나팔둘

을만들되쳐서만들어서그것으로회중을소집하며

진을진행케할것이라 3두나팔을불때에는온회중

이회막문앞에모여서네게로나아올것이요 4하나

만불때에는이스라엘천부장된족장들이모여서네

게로나아올것이며 5너희가그것을울려불때에는

동편진들이진행할것이고 6제이차로울려불때에

는남편진들이진행할것이라무릇진행하려할때에

는나팔소리를울려불것이며 7또회중을모을때에

도나팔을불것이나소리를울려불지말것이며 8그

나팔은아론의자손인제사장들이불지니이는너희

대대에영원한율례니라 9또너희땅에서너희가자기

를압박하는대적을치러나갈때에는나팔을울려불

지니그리하면너희하나님여호와가너희를기억하고

너희를너희대적에게서구원하리라 10또너희희락의

날과너희정한절기와월삭에는번제물의위에와화

목제물의위에나팔을불라그로말미암아너희하나

님이너희를기억하리라나는너희하나님여호와니라

! 11제이년이월이십일에구름이증거막에서떠오르

매 12이스라엘자손이시내광야에서출발하여자기

길을행하더니바란광야에구름이머무니라 13이와

같이그들이여호와께서모세로명하신것을좇아진

행하기를시작하였는데 14수두로유다자손진기에속

한자들이그군대대로진행하였으니유다군대는암

미나답의아들나손이영솔하였고 15잇사갈자손지파

의군대는수알의아들느다넬이영솔하였고 16스불론

자손지파의군대는헬론의아들엘리압이영솔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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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7이에성막을걷으매게르손자손과므라리자손

이성막을메고발행하였으며 18다음으로르우벤진기

에속한자들이그군대대로발행하였으니르우벤의

군대는스데울의아들엘리술이영솔하였고 19시므온

자손지파의군대는수리삿대의아들슬루미엘이영솔

하였고 20갓자손지파의군대는드우엘의아들엘리

아삽이영솔하였더라 21고핫인은성물을메고진행하

였고그들이이르기전에성막을세웠으며 22다음으로

에브라임자손진기에속한자들이그군대대로진행

하였으니에브라임군대는암미훗의아들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23므낫세자손지파의군대는브다술의아

들가말리엘이영솔하였고 24베냐민자손지파의군대

는기드오니의아들아비단이영솔하였더라 25다음으

로단자손진기에속한자들이그군대대로진행하였

으니이군대는모든진의후진이었더라단군대는암

미삿대의아들아히에셀이영솔하였고 26아셀자손지

파의군대는오그란의아들바기엘이영솔하였고 27납

달리자손지파의군대는에난의아들아히라가영솔

하였더라 28모세가가로되 `청컨대우리를떠나지마

소서당신은우리가광야에서어떻게진칠것을아나

니우리의눈이되리이다 29우리와동행하면여호와께

서우리에게복을내리시는대로우리도당신에게행

하리이다' 30그들이여호와의산에서떠나삼일길을

행할때에여호와의언약궤가그삼일길에앞서행하

며그들의쉴곳을찾았고 31그들이여호와의산에서

떠나삼일길을행할때에여호와의언약궤가그삼일

길에앞서행하며그들의쉴곳을찾았고 32그들이행

진할때에낮에는여호와의구름이그위에덮였었더라

33궤가떠날때에는모세가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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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의대적들을흩으시고주를미워하는자로주의

앞에서도망하게하소서!'하였고 34궤가쉴때에는가

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천만인에게로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백성이여호와의들으시기에악한말로원망하매

여호와께서들으시고진노하사여호와의불로그들중

에붙어서진끝을사르게하시매 2백성이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모세가여호와께기도하니불이꺼졌더

라 3그곳이름을다베라라칭하였으니이는여호와의

불이그들중에붙은연고였더라 4이스라엘중에섞어

사는무리가탐욕을품으매이스라엘자손도다시울

며가로되 '누가우리에게고기를주어먹게할꼬? 5우

리가애굽에있을때에는값없이생선과외와수박과

부추와파와마늘들을먹은것이생각나거늘 6이제는

우리정력이쇠약하되이만나외에는보이는것이아

무것도없도다' 하니 7만나는깟씨와같고모양은진

주와같은것이라 8백성이두루다니며그것을거두어

맷돌에갈기도하며절구에찧기도하고가마에삶기

도하여과자를만들었으니그맛이기름섞은과자맛

같았더라 9밤에이슬이진에내릴때에만나도같이

내렸더라 10백성의온가족들이각기장막문에서우

는것을모세가들으니라이러므로여호와의진노가

심히크고모세도기뻐하지아니하여 11여호와께여짜

오되 `주께서어찌하여종을괴롭게하시나이까? 어찌

하여나로주의목전에은혜를입게아니하시고이모

든백성을내게맡기사나로그짐을지게하시나이까?

12이모든백성을내가잉태하였나이까? 내가어찌그

들을생산하였기에주께서나더러양육하는아비가젖

먹는아이를품듯그들을품에품고주께서그들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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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게맹세하신땅으로가라하시나이까? 13이모든

백성에게줄고기를내가어디서얻으리이까?그들이

나를향하여울며가로되우리에게고기를주어먹게

하라하온즉 14책임이심히중하여나혼자는이모든

백성을질수없나이다 15주께서내게이같이행하실

진대구하옵나니내게은혜를베푸사즉시나를죽여

나로나의곤고함을보지않게하옵소서' 16여호와께

서모세에게이르시되이스라엘노인중백성의장로

와유사되는줄을네가아는자칠십인을모아데리고

회막내앞에이르러거기서너와함께서게하라 17내

가강림하여거기서너와말하고네게임한신을그들

에게도임하게하리니그들이너와함께백성의짐을

담당하고너혼자지지아니하리라 18또백성에게이

르기를너희몸을거룩히하여내일고기먹기를기다

리라너희가울며이르기를누가우리에게고기를주

어먹게할꼬애굽에있을때가우리에게재미있었다

하는말이여호와께들렸으므로여호와께서너희에게

고기를주어먹게하실것이라 19하루나이틀이나닷

새나열흘이나이십일만먹을뿐아니라 20코에서넘

쳐서싫어하기까지일개월간을먹게하시리니이는너

희가너희중에거하시는여호와를멸시하고그앞에

서울며이르기를우리가어찌하여애굽에서나왔던고

함이라하라 21모세가가로되 `나와함께있는이백성

의보행자가육십만명이온데주의말씀이일개월간

고기를주어먹게하겠다하시오니 22그들을위하여

양떼와소떼를잡은들족하오며바다의모든고기를

모은들족하오리이까?' 2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

시되여호와의손이짧아졌느냐?네가이제내말이네

게응하는여부를보리라 24모세가나가서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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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백성에게고하고백성의장로칠십인을모아

장막에둘러세우매 25여호와께서구름가운데강림하

사모세에게말씀하시고그에게임한신을칠십장로

에게도임하게하시니신이임하신때에그들이예언

을하다가다시는아니하였더라 26그녹명된자중엘

닷이라하는자와메닷이라하는자두사람이진에머

물고회막에나아가지아니하였으나그들에게도신이

임하였으므로진에서예언한지라 27한소년이달려와

서모세에게고하여가로되 `엘닷과메닷이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하매 28택한자중한사람곧모세를섬

기는눈의아들여호수아가말하여가로되 '내주모세

여금하소서' 29모세가그에게이르되 `네가나를위하

여시기하느냐?여호와께서그신을그모든백성에게

주사다선지자되게하시기를원하노라' 30모세와이

스라엘장로들이진중으로돌아왔더라 31바람이여호

와에게로서나와바다에서부터메추라기를몰아진곁

이편,저편곧진사방으로각기하룻길되는지면위

두규빗쯤에내리게한지라 32백성이일어나종일종

야와그이튿날종일토록메추라기를모으니적게모

은자도십호멜이라그들이자기를위하여진사면에

펴두었더라 33고기가아직잇사이에있어씹히기전

에여호와께서백성에게대하여진노하사심히큰재

앙으로치셨으므로 34그곳이름을 [기브롯핫다아와

]라칭하였으니탐욕을낸백성을거기장사함이었더

라 35백성이기브롯핫다아와에서진행하여하세롯에

이르러거기거하니라

12모세가구스여자를취하였더니그구스여자를취

하였으므로미리암과아론이모세를비방하니라 2그

들이이르되 `여호와께서모세와만말씀하셨느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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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도말씀하지아니하셨느냐?' 하매여호와께서이

말을들으셨더라 3이사람모세는온유함이지면의모

든사람보다승하더라 4여호와께서갑자기모세와아

론과미리암에게이르시되너희삼인은회막으로나아

오라하시니그삼인이나아가매 5여호와께서구름기

둥가운데로서강림하사장막문에서시고아론과미

리암을부르시는지라그두사람이나아가매 6이르시

되내말을들으라너희중에선지자가있으면나여호

와가이상으로나를그에게알리기도하고꿈으로그

와말하기도하거니와 7내종모세와는그렇지아니하

니그는나의온집에충성됨이라 8그와는내가대면

하여명백히말하고은밀한말로아니하며그는또여

호와의형상을보겠거늘너희가어찌하여내종모세

비방하기를두려워아니하느냐? 9여호와께서그들을

향하여진노하시고떠나시매 10구름이장막위에서떠

나갔고미리암은문둥병이들려눈과같더라아론이

미리암을본즉문둥병이들었는지라 11아론이이에모

세에게이르되 `슬프다, 내주여! 우리가우매한일을

하여죄를얻었으나청컨대그허물을우리에게돌리

지마소서 12그로살이반이나썩고죽어서모태에서

나온자같이되게마옵소서!' 13모세가여호와께부르

짖어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그를고쳐주옵소서!'

1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그의아비가그의얼

굴에침을뱉았을지라도그가칠일간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그런즉그를진밖에칠일을가두고그후에

들어오게할지니라하시니 15이에미리암이진밖에

칠일동안갇혔고백성은그를다시들어오게하기까

지진행치아니하다가 16그후에백성이하세롯에서

진행하여바란광야에진을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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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사람을보

내어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주는가나안땅을탐지

하게하되그종족의각지파중에서족장된자한사

람씩보내라 3모세가여호와의명을좇아바란광야에

서그들을보내었으니그들은다이스라엘자손의두

령된사람이라 4그들의이름은이러하니라르우벤지

파에서는삭굴의아들삼무아요 5시므온지파에서는

호리의아들사밧이요 6유다지파에서는여분네의아

들갈렙이요 7잇사갈지파에서는요셉의아들이갈이

요 8에브라임지파에서는눈의아들호세아요 9베냐

민지파에서는라부의아들발디요 10스불론지파에서

는소디의아들갓디엘이요 11요셉지파곧므낫세지

파에서는수시의아들갓디요 12단지파에서는그말리

의아들암미엘이요 13아셀지파에서는미가엘의아들

스둘이요 14납달리지파에서는웝시의아들나비요 15

갓지파에서는마기의아들그우엘이니 16이는모세가

땅을탐지하러보낸자들의이름이라모세가눈의아

들호세아를여호수아라칭하였더라 17모세가가나안

땅을탐지하러그들을보내며이르되 `너희는남방길

로행하여산지로올라가서 18그땅의어떠함을탐지

하라곧그땅거민의강약과다소와 19그들의거하는

땅의호불호와거하는성읍이진영인지산성인지와 20

토지의후박과수목의유무니라담대하라또그땅실

과를가져오라' 하니그때는포도가처음익을즈음이

었더라 21이에그들이올라가서땅을탐지하되신광

야에서부터하맛어귀르홉에이르렀고 22또남방으로

올라가서헤브론에이르렀으니헤브론은애굽소안보

다칠년전에세운곳이라그곳에아낙자손아히만과

세새와달매가있었더라 23또에스골골짜기에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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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포도한송이달린가지를베어둘이막대기에

꿰어메고또석류와무화과를취하니라 24이스라엘

자손이거기서포도송이를벤고로그곳을에스골골

짜기라칭하였더라 25사십일동안에땅을탐지하기를

마치고돌아와 26바란광야가데스에이르러모세와

아론과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나아와그들에게

회보하고그땅실과를보이고 27모세에게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우리를보낸땅에간즉과연젖과꿀이

그땅에흐르고이것은그땅의실과니이다 28그러나

그땅거민은강하고성읍은견고하고심히클뿐아니

라거기서아낙자손을보았으며 29아말렉인은남방

땅에거하고헷인과,여부스인과,아모리인은산지에

거하고가나안인은해변과요단가에거하더이다' 30

갈렙이모세앞에서백성을안돈시켜가로되 `우리가

곧올라가서그땅을취하자능히이기리라' 하나 31그

와함께올라갔던사람들은가로되 `우리는능히올라

가서그백성을치지못하리라그들은우리보다강하

니라' 하고 32이스라엘자손앞에서그탐지한땅을악

평하여가로되 `우리가두루다니며탐지한땅은그거

민을삼키는땅이요거기서본모든백성은신장이장

대한자들이며 33거기서또네피림후손아낙자손대

장부들을보았나니우리는스스로보기에도메뚜기같

으니그들의보기에도그와같았을것이니라'

14온회중이소리를높여부르짖으며밤새도록백성

이곡하였더라 2이스라엘자손이다모세와아론을원

망하며온회중이그들에게이르되 `우리가애굽땅에

서죽었거나이광야에서죽었더면좋았을것을 3어찌

하여여호와가우리를그땅으로인도하여칼에망하

게하려하는고우리처자가사로잡히리니애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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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것이낫지아니하랴' 4이에서로말하되 `우

리가한장관을세우고애굽으로돌아가자'하매 5모

세와아론이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앞에서엎드린

지라 6그땅을탐지한자중눈의아들여호수아와여

분네의아들갈렙이그옷을찢고 7이스라엘자손의

온회중에일러가로되 `우리가두루다니며탐지한땅

은심히아름다운땅이라 8여호와께서우리를기뻐하

시면우리를그땅으로인도하여들이시고그땅을우

리에게주시리라이는과연젖과꿀이흐르는땅이니

라 9오직여호와를거역하지말라! 또그땅백성을두

려워하지말라! 그들은우리밥이라! 그들의보호자는

그들에게서떠났고여호와는우리와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두려워말라!' 하나 10온회중이그들을돌로치

려하는동시에여호와의영광이회막에서이스라엘모

든자손에게나타나시니라 1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

르시되이백성이어느때까지나를멸시하겠느냐?내

가그들중에모든이적을행한것도생각하지아니하

고어느때까지나를믿지않겠느냐? 12내가전염병으

로그들을쳐서멸하고너로그들보다크고강한나라

를이루게하리라 13모세가여호와께여짜오되 `애굽

인중에서주의능력으로이백성을인도하여내셨거

늘그리하시면그들이듣고 14이땅거민에게고하리

이다주여호와께서이백성중에계심을그들도들었

으니곧주여호와께서대면하여보이시며주의구름

이그들위에섰으며주께서낮에는구름기둥가운데

서밤에는불기둥가운데서그들앞에서행하시는것

이니이다 15이제주께서이백성을한사람같이죽이

시면주의명성을들은열국이말하여이르기를 16여

호와가이백성에게주기로맹세한땅에인도할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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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고로광야에서죽였다하리이다 17이제구하옵나

니이미말씀하신대로주의큰권능을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여호와는노하기를더디하고인자가많

아죄악과과실을사하나형벌받을자는결단코사하

지아니하고아비의죄악을자식에게갚아삼사대까지

이르게하리라하셨나이다 19구하옵나니주의인자의

광대하심을따라이백성의죄악을사하시되애굽에서

부터지금까지이백성을사하신것같이사하옵소서!'

20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네말대로사하노라! 21

그러나진실로나의사는것과여호와의영광이온세

계에충만할것으로맹세하노니 22나의영광과애굽과

광야에서행한나의이적을보고도이같이열번이나

나를시험하고내목소리를청종치아니한그사람들

은 23내가그조상들에게맹세한땅을결단코보지못

할것이요또나를멸시하는사람은하나라도그것을

보지못하리라 24오직! 내종갈렙은그마음이그들과

달라서나를온전히좇았은즉그의갔던땅으로내가

그를인도하여들이리니그자손이그땅을차지하리

라 25아말렉인과가나안인이골짜기에거하나니너희

는내일돌이켜홍해길로하여광야로들어갈지니라

26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27나를

원망하는이악한회중을내가어느때까지참으랴?이

스라엘자손이나를향하여원망하는바그원망하는

말을내가들었노라 28그들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

씀에나의삶을가리켜맹세하노라너희말이내귀에

들린대로내가너희에게행하리니 29너희시체가이

광야에엎드러질것이라너희이십세이상으로계수함

을받은자곧나를원망한자의전부가 30여분네의아

들갈렙과눈의아들여호수아외에는내가맹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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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로거하게하리라한땅에결단코들어가지못하

리라 31너희가사로잡히겠다고말하던너희의유아들

은내가인도하여들이리니그들은너희가싫어하던

땅을보려니와 32너희시체는이광야에엎드러질것

이요 33너희자녀들은너희의패역한죄를지고너희

의시체가광야에서소멸되기까지사십년을광야에서

유리하는자가되리라 34너희가그땅을탐지한날수

사십일의하루를일년으로환산하여그사십년간너희

가너희의죄악을질지니너희가나의싫어버림을알

리라하셨다하라 35나여호와가말하였거니와모여

나를거역하는이악한온회중에게내가단정코이같

이행하리니그들이이광야에서소멸되어거기서죽

으리라 36모세의보냄을받고땅을탐지하고돌아와서

그땅을악평하여온회중으로모세를원망케한사람

37곧그땅에대하여악평한자들은여호와앞에서재

앙으로죽었고 38그땅을탐지하러갔던사람들중에

오직눈의아들여호수아와여분네의아들갈렙은생

존하니라 39모세가이말로이스라엘모든자손에게

고하매백성이크게슬퍼하여 40아침에일찌기일어나

산꼭대기로올라가며가로되 '보소서우리가여기있

나이다우리가여호와의허락하신곳으로올라가리니

우리가범죄하였음이니이다' 41모세가가로되 `너희

가어찌하여이제여호와의명령을범하느냐?이일이

형통치못하리라 42여호와께서너희중에계시지아니

하니올라가지말라너희대적앞에서패할까하노라

43아말렉인과가나안인이너희앞에있으니너희가그

칼에망하리라너희가여호와를배반하였으니여호와

께서너희와함께하지아니하시리라' 하나 44그들이

그래도산꼭대기로올라갔고여호와의언약궤와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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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진을떠나지아니하였더라 45아말렉인과산지에거

하는가나안인이내려와쳐서파하고호르마까지이르

렀더라

1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고하여그들에게이르라너희가내게주어

거하게할땅에들어가서 3여호와께화제나번제나서

원을갚는제나낙헌제나정한절기제에소나양으로

여호와께향기롭게드릴때에는 4그예물을드리는자

는고운가루에바십분지일에기름한힌의사분지일

을섞어여호와께소제로드릴것이며 5번제나다른

제사로드리는제물이어린양이면전제로포도주한

힌의사분일을예비할것이요 6수양이면소제로고운

가루한에바십분지이에기름한힌의삼분지일을섞

어예비하고 7전제로포도주한힌의삼분지일을드

려여호와앞에향기롭게할것이요 8번제로나서원을

갚는제로나화목제로수송아지를예비하여여호와께

드릴때에는 9소제로고운가루한에바십분지삼에

기름반힌을섞어그수송아지와함께드리고 10전제

로포도주반힌을드려여호와앞에향기로운화제를

삼을지니라 11수송아지나수양이나어린수양이나어

린염소에는그마리수마다이위와같이행하되 12너

희예비하는수효를따라각기수효에맞게하라 13무

릇본토소생이여호와께향기로운화제를드릴때에

는이법대로할것이요 14너희중에우거하는타국인

이나너희중에대대로있는자가누구든지여호와께

향기로운화제를드릴때에는너희하는대로그도그

리할것이라 15회중곧너희나우거하는타국인이나

한율례니너희의대대로영원한율례라너희의어떠

한대로타국인도여호와앞에그러하리라 16너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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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중에우거하는타국인이나한법도, 한규례니라

1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8이스라엘자

손에게고하여이르라너희가나의인도하는땅에들

어가거든 19그땅의양식을먹을때에여호와께거제

를드리되 20너희의처음익은곡식가루떡을거제로

타작마당의거제같이들어드리라 21너희의처음익

은곡식가루떡을대대에여호와께거제로드릴지니

라 22너희가그릇범죄하여여호와가모세에게말한

이모든명령을지키지못하되 23곧여호와가모세로

너희에게명한모든것을여호와가명한날부터이후

너희의대대에지키지못하여 24회중이부지중에그릇

범죄하였거든온회중은수송아지하나를여호와께향

기로운화제로드리고규례대로그소제와전제를드

리고수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릴것이라 25제사장이

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을위하여속죄하면그들이

사함을얻으리니이는그릇범죄함이며또그그릇범

죄함을인하여예물곧화제와속죄제를여호와께드

렸음이라 26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과그들중에우

거하는타국인도사함을얻을것은온백성이그릇범

죄하였음이니라 27만일한사람이그릇범죄하거든일

년된암염소로속죄제를드릴것이요 28제사장은그

그릇범죄한사람이그릇하여여호와앞에얻은죄를

위하여속죄하여그죄를속할지니그리하면사함을

얻으리라! 29이스라엘자손중본토소생이든지그들

중에우거하는타국인이든지무릇그릇범죄한자에게

대한법이동일하거니와 30본토소생이든지타국인이

든지무릇짐짓무엇을행하면여호와를훼방하는자

니그백성중에서끊쳐질것이라 31그런사람은여호

와의말씀을멸시하고그명령을파괴하였은즉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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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자기에게로돌아가서온전히끊쳐지리라 32이스

라엘자손이광야에거할때에안식일에어떤사람이

나무하는것을발견한지라 33그나무하는자를발견한

자들이그를모세와아론과온회중의앞으로끌어왔

으나 34어떻게처치할는지지시하심을받지못한고로

가두었더니 35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그사람

을반드시죽일지니온회중이진밖에서돌로그를칠

지니라 36온회중이곧그를진밖으로끌어내어돌로

그를쳐죽여서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하

니라 3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38이스라

엘자손에게명하여그들의대대로그옷단귀에술을

만들고청색끈을그귀의술에더하라 39이술은너희

로보고여호와의모든계명을기억하여준행하고너

희로방종(放縱)케 하는자기의마음과눈의욕심을좇

지않게하기위함이라 40그리하면너희가나의모든

계명을기억하고준행하여너희의하나님앞에거룩하

리라 41나는너희의하나님이되려하여너희를애굽

땅에서인도하여낸여호와너희하나님이니라나는

여호와너희하나님이니라!

16레위의증손고핫의손자이스할의아들고라와,

르우벤자손엘리압의아들다단과아비람과벨렛의

아들온이당을짓고 2이스라엘자손총회에택함을

받은자곧회중에유명한어떤족장이백오십인과함

께일어나서모세를거스리니라 3그들이모여서모세

와아론을거스려그들에게이르되 `너희가분수에지

나도다회중이다각각거룩하고여호와께서도그들

중에계시거늘너희가어찌하여여호와의총회위에

스스로높이느뇨?' 4모세가듣고엎드렸다가 5고라와

그모든무리에게말하여가로되 `아침에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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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속한자가누구인지거룩한자가누구인지

보이시고그자를자기에게가까이나아오게하시되

곧그가택하신자를자기에게가까이나아오게하시

리니 6이렇게하라너고라와너의모든무리는향로

를취하고 7내일여호와앞에서그향로에불을담고

그위에향을두라그때에여호와의택하신자는거룩

하게되리라레위자손들아!너희가너무분수에지나

치느니라!' 8모세가또고라에게이르되 `너희레위자

손들아들으라! 9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스라엘회중

에서너희를구별하여자기에게가까이하게하사여

호와의성막에서봉사하게하시며회중앞에서서그

들을대신하여섬기게하심이너희에게작은일이겠느

냐? 10하나님이너와네모든형제레위자손으로너와

함께가까이오게하신것이작은일이아니어늘너희

가오히려제사장의직분을구하느냐? 11이를위하여

너와너의무리가다모여서여호와를거스리는도다

아론은어떠한사람이관대너희가그를원망하느냐?'

12모세가엘리압의아들다단과아비람을부르러보내

었더니그들이가로되 '우리는올라가지않겠노라 13

네가우리를젖과꿀이흐르는땅에서이끌어내어광

야에서죽이려함이어찌작은일이기에오히려스스

로우리위에왕이되려하느냐? 14이뿐아니라네가

우리를젖과꿀이흐르는땅으로인도하여들이지도

아니하고밭과포도원도우리에게기업으로주지아니

하니네가이사람들의눈을빼려느냐?우리는올라가

지아니하겠노라' 15모세가심히노하여여호와께여

짜오되 `주는그들의예물을돌아보지마옵소서나는

그들의한나귀도취하지아니하였고그들의한사람

도해하지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이에고라에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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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되 `너와너의온무리는아론과함께내일여호와앞

으로나아오되 17너희는각기향로를잡고그위에향

을두고각사람이그향로를여호와앞으로가져오라

향로는모두이백오십이라너와아론도각각향로를

가지고올지니라' 18그들이각기향로를취하여불을

담고향을그위에두고모세와아론으로더불어회막

문에서니라 19고라가온회중을회막문에모아놓고

그두사람을대적하려하매여호와의영광이온회중

에게나타나시니라 20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

러가라사대 21너희는이회중에게서떠나라내가순

식간에그들을멸하려하노라 22그두사람이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육체의생명의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범죄하였거늘온회중에게진노하시나이까

?' 23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4회중에게

명하여이르기를너희는고라와다단과아비람의장막

사면에서떠나라하라 25모세가일어나다단과아비람

에게로가니이스라엘장로들이좇았더라 26모세가회

중에게일러가로되 '이악인들의장막에서떠나고그

들의물건은아무것도만지지말라그들의모든죄중

에서너희도멸망할까두려워하노라' 하매 27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장막사면을떠나고다단과,

아비람은그처자와유아들과함께나와서자기장막

문에선지라 28모세가가로되 `여호와께서나를보내

사이모든일을행케하신것이요나의임의로함이아

닌줄을이일로인하여알리라 29곧이사람들의죽음

이모든사람과일반이요그들의당하는벌이모든사

람의당하는벌과일반이면여호와께서나를보내심이

아니어니와 30만일여호와께서새일을행하사땅으로

입을열어이사람들과그들의모든소속을삼켜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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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음부에빠지게하시면이사람들이과연여호와를

멸시한것인줄을너희가알리라' (Sheol h7585) 31이모든

말을마치는동시에그들의밑의땅이갈라지니라 32

땅이그입을열어그들과그가속과고라에게속한모

든사람과그물건을삼키매 33그들과그모든소속이

산채로음부에빠지며땅이그위에합하니그들이총

회중에서망하니라 (Sheol h7585) 34그주위에있는온이

스라엘이그들의부르짖음을듣고도망하며가로되

'땅이우리도삼킬까두렵다'하였고 35여호와께로서

불이나와서분향하는이백오십인을소멸하였더라 36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37너는제사장아

론의아들엘르아살을명하여붙는불가운데서향로

를취하여다가그불을타처에쏟으라그향로는거룩

함이니라 38사람들은범죄하여그생명을스스로해하

였거니와그들이향로를여호와앞에드렸으므로그

향기가거룩하게되었나니그향로를쳐서제단을싸

는편철을만들라이스라엘자손에게표가되리라하

신지라 39제사장엘르아살이불탄자들의드렸던놋

향로를취하여쳐서제단을싸서 40이스라엘자손의

기념물이되게하였으니이는아론자손이아닌외인

은여호와앞에분향하러가까이오지못하게함이며

또고라와그무리같이되지않게하기위함이라여호

와께서모세로그에게명하신대로하였더라 41이튿날

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모세와아론에게원망하여

가로되너희가여호와의백성을죽였도다하고 42회중

이모여모세와아론을칠때에회막을바라본즉구름

이회막을덮었고여호와의영광이나타났더라 43모세

와아론이회막앞에이르매 44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45너희는이회중에게서떠나라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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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그들을멸하려하노라하시매그두사람이

엎드리니라 46이에모세가아론에게이르되 `너는향

로를취하고단의불을그것에담고그위에향을두어

가지고급히회중에게로가서그들을위하여속죄하라

여호와께서진노하셨으므로염병이시작되었음이니

라' 47아론이모세의명을좇아향로를가지고회중에

게로달려간즉백성중에염병이시작되었는지라이에

백성을위하여속죄하고 48죽은자와산자사이에섰

을때에염병이그치니라 49고라의일로죽은자외에

염병에죽은자가일만사천칠백명이었더라 50염병이

그치매아론이회막문모세에게로돌아오니라

17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이스

라엘자손에게고하여그들중에서각종족을따라지

팡이하나씩취하되곧그들의종족대로그모든족장

에게서지팡이열둘을취하고그사람들의이름을각

각그지팡이에쓰되 3레위의지팡이에는아론의이름

을쓰라이는그들의종족의각두령이지팡이하나씩

있어야할것임이니라 4그지팡이를회막안에서내가

너희와만나는곳인증거궤앞에두라 5내가택한자

의지팡이에는싹이나리니이것으로이스라엘자손이

너희를대하여원망하는말을내앞에서그치게하리

라 6모세가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매그족장들이각

기종족대로지팡이하나씩그에게주었으니그지팡

이합이열둘이라그중에아론의지팡이가있었더라 7

모세가그지팡이들을증거의장막안여호와앞에두

었더라 8이튿날모세가증거의장막안에들어가본즉

레위집을위하여낸아론의지팡이에움이돋고순이

나고꽃이피어서살구열매가열렸더라 9모세가그

지팡이전부를여호와앞에서이스라엘모든자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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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취하여내매그들이보고각각자기지팡이를취하

였더라 10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이르시되아론의지

팡이는증거궤앞으로도로가져다가거기간직하여

패역한자에대한표징이되게하여그들로내게대한

원망을그치고죽지않게할지니라 11모세가곧그같

이하되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하였더라

12이스라엘자손이모세에게말하여가로되 `보소서!

우리는죽게되었나이다! 망하게되었나이다! 다망하

게되었나이다! 13가까이나아가는자곧여호와의성

막에가까이나아가는자마다죽사오니우리가다망

하여야하리이까?'

18여호와께서아론에게이르시되너와네아들들과

네종족은성소에대한죄를함께담당할것이요너와

네아들들은너희가그제사장직분에대한죄를함께

담당할것이니라 2너는네형제레위지파곧네조상

의지파를데려다가너와합동시켜너를섬기게하고

너와네아들들은증거의장막앞에있을것이니라 3레

위인은네직무와장막의모든직무를지키려니와성

소의기구와단에는가까이못하리니두렵건대그들과

너희가죽을까하노라 4레위인은너와합동하여장막

의모든일과회막의직무를지킬것이요외인은너희

에게가까이못할것이니라 5이와같이너희는성소의

직무와단의직무를지키라! 그리하면여호와의진노

가다시는이스라엘자손에게미치지아니하리라 6보

라, 내가이스라엘자손중에서너희형제레위인을취

하여내게돌리고너희에게선물로주어회막의일을

하게하였나니 7너와네아들들은단과장안의모든

일에대하여제사장의직분을지켜섬기라!내가제사

장의직분을너희에게선물로주었은즉거기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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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외인은죽이울지니라 8여호와께서또아론에게

이르시되보라, 내가내거제물곧이스라엘자손의거

룩하게한모든예물을너로주관하게하고네가기름

부음을받았음을인하여그것을너와네아들들에게

영영한응식으로주노라 9지성물중에불사르지않은

것은네것이라그들이내게드리는모든예물의모든

소제와속죄제와속건제물은다지극히거룩한즉너

와네아들들에게돌리리니 10지극히거룩하게여김으

로먹으라이는네게성물인즉남자들이다먹을지니

라 11내게돌릴것이이것이니곧이스라엘자손의드

리는거제물과모든요제물이라내가그것을너와네

자손에게영영한응식으로주었은즉네집의정결한

자마다먹을것이니라 12그들이여호와께드리는첫

소산곧제일좋은기름과, 제일좋은포도주와, 곡식을

네게주었은즉 13그들이여호와께드리는그땅처음

익은모든열매는네것이니네집에정결한자마다먹

을것이라 14이스라엘중에서특별히드린모든것은

네것이되리라! 15여호와께드리는모든생물의처음

나는것은사람이나짐승이나다네것이로되사람의

처음난것은반드시대속할것이요부정한짐승의처

음난것도대속할것이며 16그사람을속할때에는난

지일개월이후에네가정한대로성소의세겔을따라

은다섯세겔로속하라한세겔은이십게라니라 17오

직소의처음난것이나양의처음난것이나염소의처

음난것은속하지말지니그것들은거룩한즉그피는

단에뿌리고그기름은불살라여호와께향기로운화

제로드릴것이며 18그고기는네게돌릴지니흔든가

슴과우편넓적다리같이네게돌릴것이니라 19이스

라엘자손이여호와께거제로드리는모든성물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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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영한응식으로너와네자녀에게주노니이는여

호와앞에너와네후손에게변하지않는소금언약이

니라 20여호와께서또아론에게이르시되너는이스라

엘자손의땅의기업도없겠고그들중에아무분깃도

없을것이나나는이스라엘자손중에네분깃이요네

기업이니라 21내가이스라엘의십일조를레위자손에

게기업으로다주어서그들의하는일곧회막에서하

는일을갚나니 22이후로는이스라엘자손이회막에

가까이말것이라죄를당하여죽을까하노라 23오직

레위인은회막에서봉사하며자기들의죄를담당할것

이요이스라엘자손중에는기업이없을것이니이는

너희의대대에영원한율례라 24이스라엘자손이여호

와께거제로드리는십일조를레위인에게기업으로준

고로내가그들에대하여말하기를이스라엘자손중

에기업이없을것이라하였노라 25여호와께서모세에

게일러가라사대 26너는레위인에게고하여그에게

이르라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취하여너희에게기업

으로준십일조를너희가그들에게서취할때에그십

일조의십일조를거제로여호와께드릴것이라 27내가

너희의거제물을타작마당에서받드는곡물과포도즙

틀에서받드는즙같이여기리니 28너희는이스라엘자

손에게서받는모든것의십일조중에서여호와께거

제로드리고여호와께드린그거제물은제사장아론

에게돌리되 29너희의받은모든예물중에서너희는

그아름다운것곧거룩하게한부분을취하여여호와

께거제로드릴지니라 30이러므로너는그들에게이르

라너희가그중에서아름다운것을취하여드리고남

은것은너희레위인에게는타작마당의소출과포도

즙틀의소출같이되리니 31너희와너희권속이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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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지이것을먹을수있음은이는회막에서일한너

희의보수임이니라 32너희가그중아름다운것을받

들어드린즉이로인하여죄를지지아니할것이라너

희는이스라엘자손의성물을더럽히지말라! 그리하

면죽지아니하리라

19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 2여

호와의명하는법의율례를이제이르노니이스라엘

자손에게일러서온전하여흠이없고아직멍에메지

아니한붉은암송아지를네게로끌어오게하고 3너는

그것을제사장엘르아살에게줄것이요그는그것을

진밖으로끌어내어서자기목전에서잡게할것이며 4

제사장엘르아살은손가락에그피를찍고그피를회

막앞을향하여일곱번뿌리고 5그암소를자기목전

에서불사르게하되그가죽과고기와피와똥을불사

르게하고 6동시에제사장은백향목과,우슬초와,홍

색실을취하여암송아지를사르는불가운데던질것

이며 7제사장은그옷을빨고물로몸을씻은후에진

에들어갈것이라그는저녁까지부정하리라 8송아지

를불사른자도그옷을물로빨고물로그몸을씻을

것이라그도저녁까지부정하리라 9이에정한자가암

송아지의재를거두어진밖정한곳에둘지니이것은

이스라엘자손회중을위하여간직하였다가부정을깨

끗케하는물을만드는데쓸것이니곧속죄제니라 10

암송아지의재를거둔자도그옷을빨것이며저녁까

지부정하리라이는이스라엘자손과그중에우거하

는외인에게영원한율례니라 11사람의시체를만진

자는칠일을부정하리니 12그는제삼일과제칠일에

이잿물로스스로정결케할것이라그리하면정하려

니와제삼일과제칠일에스스로정결케아니하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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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부정하니 13누구든지죽은사람의시체를만지고

스스로정결케아니하는자는여호와의성막을더럽힘

이라그가이스라엘에서끊쳐질것은정결케하는물

을그에게뿌리지아니하므로깨끗케되지못하고그

부정함이있음이니라 14장막에서사람이죽을때의법

은이러하니무릇그장막에들어가는자와무릇그장

막에있는자가칠일동안부정할것이며 15무릇뚜껑

을열어놓고덮지아니한그릇도부정하니라 16누구

든지들에서칼에죽이운자나시체나사람의뼈나무

덤을만졌으면칠일동안부정하리니 17그부정한자를

위하여죄를깨끗하게하려고불사른재를취하여흐

르는물과함께그릇에담고 18정한자가우슬초를취

하여그물을찍어서장막과그모든기구와거기있는

사람들에게뿌리고또뼈나죽임을당한자나시체나

무덤을만진자에게뿌리되 19그정한자가제삼일과

제칠일에그부정한자에게뿌려서제칠일에그를정

결케할것이며그는자기옷을빨고물로몸을씻을것

이라저녁이면정하리라 20사람이부정하고도스스로

정결케아니하면여호와의성소를더럽힘이니그러므

로총회중에서끊쳐질것이니라그는정결케하는물

로뿌리움을받지아니하였은즉부정하니라 21이는그

들의영영한율례니라정결케하는물을뿌린자는그

옷을빨것이며정결케하는물을만지는자는저녁까

지부정할것이며 22부정한자가만진것은무엇이든

지부정할것이며그것을만지는자도저녁까지부정

하리라

20정월에이스라엘자손곧온회중이신광야에이

르러서백성이가데스에거하더니미리암이거기서죽

으매거기장사하니라 2회중이물이없으므로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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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와아론을공박하니라 3백성이모세와다투어말

하여가로되 `우리형제들이여호와앞에서죽을때에

우리도죽었더면좋을뻔하였도다 4너희가어찌하여

여호와의총회를이광야로인도하여올려서우리와

우리짐승으로다여기서죽게하느냐? 5너희가어찌

하여우리를애굽에서나오게하여이악한곳으로인

도하였느냐?이곳에는파종할곳이없고, 무화과도없

고, 포도도없고, 석류도없고, 마실물도없도다' 6모

세와아론이총회앞을떠나회막문에이르러엎드리

매여호와의영광이그들에게나타나며 7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8지팡이를가지고네형아론

과함께회중을모으고그들의목전에서너희는반석

에게명하여물을내라하라네가그반석으로물을내

게하여회중과그들의짐승에게마시울지니라 9모세

가그명대로여호와의앞에서지팡이를취하니라 10

모세와아론이총회를그반석앞에모으고모세가그

들에게이르되패역한너희여들으라우리가너희를

위하여이반석에서물을내랴하고 11그손을들어그

지팡이로반석을두번치매물이많이솟아나오므로

회중과그들의짐승이마시니라 12여호와께서모세와

아론에게이르시되너희가나를믿지아니하고이스라

엘자손의목전에나의거룩함을나타내지아니한고

로너희는이총회를내가그들에게준땅으로인도하

여들이지못하리라하시니라 13이스라엘자손이여호

와와다투었으므로이를므리바물이라하니라여호와

께서그들중에서그거룩함을나타내셨더라 14모세가

가데스에서에돔왕에게사자를보내며이르되 `당신

의형제이스라엘의말에우리의당한모든고난을당

신도아시거니와 15우리열조가애굽으로내려갔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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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리가애굽에오래거하였더니애굽인이우리열

조와우리를학대하였으므로 16우리가여호와께부르

짖었더니우리소리를들으시고천사를보내사우리를

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나이다이제우리가당신의변

방모퉁이한성읍가데스에있사오니 17청컨대우리

로당신의땅을통과하게하소서우리가밭으로나포

도원으로나통과하지아니하고우물물도공히마시지

아니하고우리가왕의대로로만통과하고당신의지경

에서나가기까지좌편으로나우편으로치우치지아니

하리이다한다하라' 하였더니 18에돔왕이대답하되

`너는우리가운데로통과하지못하리라내가나가서

칼로너를맞을까염려하라' 19이스라엘자손이이르

되 `우리가대로로통과하겠고우리나우리짐승이당

신의물을마시면그값을줄것이라우리가도보로통

과할뿐인즉아무일도없으리이다'하나 20그는가로

되 `너는지나가지못하리라'하고에돔왕이많은백성

을거느리고나와서강한손으로막으니 21에돔왕이

이같이이스라엘의그경내로통과함을용납지아니하

므로이스라엘이그들에게서돌이키니라 22이스라엘

자손곧온회중이가데스에서진행하여호르산에이

르렀더니 23여호와께서에돔땅변경호르산에서모세

와아론에게말씀하시니라가라사대 24아론은그열조

에게로돌아가고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준땅에는

들어가지못하리니이는너희가므리바물에서내말

을거역한연고니라 25너는아론과그아들엘르아살

을데리고호르산에올라 26아론의옷을벗겨그아들

엘르아살에게입히라아론은거기서죽어그열조에게

로돌아가리라 27모세가여호와의명을좇아그들과

함께회중의목전에서호르산에오르니라 28모세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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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옷을벗겨그아들엘르아살에게입히매아론이

그산꼭대기에서죽으니라모세와엘르아살이산에서

내려오니 29온회중곧이스라엘온족속이아론의죽

은것을보고위하여삼십일을애곡하였더라

21남방에거하는가나안사람곧아랏의왕이이스라

엘이아다림길로온다함을듣고이스라엘을쳐서그

중몇사람을사로잡은 2이스라엘이여호와께서원하

여가로되 `주께서만일이백성을내손에붙이시면내

가그들의성읍을다멸하리이다' 3여호와께서이스라

엘의소리를들으시고가나안사람을붙이시매그들과

그성읍을다멸하니라그러므로그곳이름을 [호르마

]라하였더라 4백성이호르산에서진행하여홍해길로

좇아에돔땅을둘러행하려하였다가길로인하여백

성의마음이상하니라 5백성이하나님과모세를향하

여원망하되 `어찌하여우리를애굽에서인도하여올

려서이광야에서죽게하는고이곳에는식물도없고,

물도없도다우리마음이이박한식물을싫어하노라

'하매 6여호와께서불뱀들을백성중에보내어백성을

물게하시므로이스라엘백성중에죽은자가많은지

라 7백성이모세에게이르러가로되 `우리가여호와와

당신을향하여원망하므로범죄하였사오니여호와께

기도하여이뱀들을우리에게서떠나게하소서!' 모세

가백성을위하여기도하매 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

르시되불뱀을만들어장대위에달라물린자마다그

것을보면살리라! 9모세가놋뱀을만들어장대위에

다니뱀에게물린자마다놋뱀을쳐다본즉살더라 10

이스라엘자손이진행하여오봇에진쳤고 11오봇에서

진행하여모압앞해돋는편광야이예아바림에진쳤

고 12거기서진행하여세렛골짜기에진쳤고 13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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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행하여아모리인의지경에서흘러나와서광야에

이른아르논건너편에진쳤으니아르논은모압과아모

리사이에서모압의경계가된것이라 14이러므로여

호와의전쟁기에일렀으되수바의와헙과아르논골짜

기와 15모든골짜기의비탈은아르고을을향하여기

울어지고모압의경계에닿았도다하였더라 16거기서

브엘에이르니브엘은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시기

를백성을모으라내가그들에게물을주리라하시던

우물이라 17그때에이스라엘이노래하여가로되우물

물아솟아나라! 너희는그것을노래하라 18이우물은

족장들이팠고백성의귀인들이홀과지팡이로판것

이로다하였더라광야에서맛다나에이르렀고 19맛다

나에서나할리엘에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바못에이

르렀고 20바못에서모압들에있는골짜기에이르러

광야가내려다보이는비스가산꼭대기에이르렀더라

21이스라엘이아모리왕시혼에게사자를보내어가로

되 22 `우리로당신의땅을통과하게하소서우리가밭

에든지포도원에든지들어가지아니하며우물물도공

히마시지아니하고우리가당신의지경에서다나가

기까지왕의대로로만통행하리이다'하나 23시혼이자

기지경으로이스라엘의통과함을용납하지아니하고

그백성을다모아이스라엘을치러광야로나와서야

하스에이르러이스라엘을치므로 24이스라엘이칼날

로그들을쳐서파하고그땅을아르논부터얍복까지

점령하여암몬자손에게까지미치니암몬자손의경계

는견고하더라 25이스라엘이이같이그모든성읍을

취하고그아모리인의모든성읍을취하고그아모리

인의모든성읍헤스본과그모든촌락에거하였으니

26헤스본은아모리인의왕시혼의도성이라시혼이모



민수기 308

압전왕을치고그모든땅을아르논까지그손에서탈

취하였었더라 27그러므로시인이읊어가로되너희는

헤스본으로올지어다시혼의성을세워견고히할지어

다 28헤스본에서불이나오며시혼의성에서화염이

나와서모압의아르를삼키며아르논높은곳의주인

을멸하였도다 29모압아! 네가화를당하였도다그모

스의백성아!네가멸망하였도다그가그아들들로도

망케하였고그딸들로아모리인의왕시혼의포로가

되게하였도다 30우리가그들을쏘아서헤스본을디본

까지멸하였고메드바에가까운노바까지황폐케하였

도다하였더라 31이스라엘이아모리인의땅에거하였

더니 32모세가또보내어야셀을정탐케하고그촌락

들을취하고그곳에있던아모리인을몰아내었더라

33돌이켜바산길로올라가매바산왕옥이그백성을

다거느리고나와서그들을맞아에드레이에서싸우려

하는지라 3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그를두려

워말라! 내가그와그백성과그땅을네손에붙였나

니너는헤스본에거하던아모리인의왕시혼에게행

한것같이그에게도행할지니라 35이에그와그아들

들과그백성을다쳐서한사람도남기지아니하고그

땅을점령하였더라

22이스라엘자손이또진행하여모압평지에진쳤으

니요단건너편곧여리고맞은편이더라 2십볼의아들

발락이이스라엘이아모리인에게행한모든일을보았

으므로 3모압이심히두려워하였으니이스라엘백성

의많음을인함이라모압이이스라엘자손의연고로

번민하여 4미디안장로들에게이르되이제이무리가

소가밭의풀을뜯어먹음같이우리사면에있는것을

다뜯어먹으리로다하니때에십볼의아들발락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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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왕이었더라 5그가사자를브올의아들발람의본향

강변브돌에보내어발람을부르게하여가로되 `보라,

한민족이애굽에서나왔는데그들이지면에덮여서

우리맞은편에거하였고 6우리보다강하니청컨대와

서나를위하여이백성을저주하라내가혹쳐서이기

어이땅에서몰아내리라그대가복을비는자는복을

받고저주하는자는저주를받을줄을내가앎이니라'

7모압장로들과미디안장로들이손에복술의예물을

가지고떠나발람에게이르러발락의말로그에게고

하매 8발람이그들에게이르되 `이밤에여기서유숙

하라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는대로너희에게대답하

리라' 모압귀족들이발람에게서유하니라 9하나님이

발람에게임하여가라사대너와함께한이사람들이

누구냐? 10발람이하나님께고하되 `모압왕십볼의아

들발락이내게보낸자라이르기를 11보라애굽에서

나온민족이있어지면에덮였으니이제와서나를위

하여그들을저주하라내가혹그들을쳐서몰아낼수

있으리라하나이다' 12하나님이발람에게이르시되너

는그들과함께가지도말고그백성을저주하지도말

라그들은복을받은자니라! 13발람이아침에일어나

서발락의귀족들에게이르되 `너희는너희땅으로돌

아가라내가너희와함께가기를여호와께서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14모압귀족들이일어나발락에게로

가서고하되 `발람이우리와함께오기를거절하더이

다' 15발락이다시그들보다더높은귀족들을더많이

보내매 16그들이발람에게로나아가서그에게이르되

`십볼의아들발락의말씀에청컨대아무것에도거리

끼지말고내게로오라 17내가그대를높여크게존귀

케하고그대가내게말하는것은무엇이든지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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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청컨대와서나를위하여이백성을저주하라하

시더이다' 18발람이발락의신하들에게대답하여가로

되 `발락이그집에은, 금을가득히채워서내게줄지

라도내가능히여호와내하나님의말씀을어기어덜

하거나더하지못하겠노라 19그런즉이제너희도이

밤에여기서유하라여호와께서내게무슨말씀을더

하실는지알아보리라 20밤에하나님이발람에게임하

여이르시되그사람들이너를부르러왔거든일어나

함께가라그러나내가네게이르는말만준행할지니

라' 21발람이아침에일어나서자기나귀에안장을지

우고모압귀족들과함께행하니 22그가행함을인하

여하나님이진노하심으로여호와의사자가그를막으

려고길에서니라발람은자기나귀를타고그두종은

그와함께있더니 23나귀가여호와의사자가칼을빼

어손에들고길에선것을보고길에서떠나밭으로들

어간지라발람이나귀를길로돌이키려고채찍질하니

24여호와의사자는포도원사이좁은길에섰고좌우

에는담이있더라 25나귀가여호와의사자를보고몸

을담에대고발람의발을그담에비비어상하게하매

발람이다시채찍질하니 26여호와의사자가더나아가

서좌우로피할데없는좁은곳에선지라 27나귀가여

호와의사자를보고발람의밑에엎드리니발람이노

하여자기지팡이로나귀를때리는지라 28여호와께서

나귀입을여시니발람에게이르되 `내가네게무엇을

하였기에나를이같이세번을때리느뇨?' 29발람이나

귀에게말하되 `네가나를거역하는연고니내손에칼

이있었더면곧너를죽였으리라' 30나귀가발람에게

이르되나는네가오늘까지네일생에타는나귀가아

니냐내가언제든지네게이같이하는행습이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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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되없었느니라 31때에여호와께서발람의눈을밝

히시매여호와의사자가손에칼을빼어들고길에선

것을보고머리를숙이고엎드리니 32여호와의사자가

그에게이르되 `너는어찌하여네나귀를이같이세번

때렸느냐?보라, 네길이내앞에패역하므로내가너를

막으려고나왔더니 33나귀가나를보고이같이세번을

돌이켜내앞에서피하였느니라나귀가만일돌이켜

나를피하지아니하였더면내가벌써너를죽이고나

귀는살렸으리라' 34발람이여호와의사자에게말씀하

되 `내가범죄하였나이다당신이나를막으려고길에

서신줄을내가알지못하였나이다당신이이를기뻐

하지아니하시면나는돌아가겠나이다' 35여호와의사

자가발람에게이르되 `그사람들과함께가라내가네

게이르는말만말할지니라'발람이발락의귀족들과

함께가니라 36발락이발람의온다함을듣고모압변

경의끝아르논가에있는성읍까지가서그를영접하

고 37발락이발람에게이르되 `내가특별히보내어그

대를부르지아니하였느냐?그대가어찌내게오지아

니하였느냐?내가어찌그대를높여존귀케하지못하

겠느냐?' 38발람이발락에게이르되 `내가오기는하

였으나무엇을임의로말할수있으리이까?하나님이

내입에주시는말씀그것을말할뿐이니이다' 39발람

이발락과동행하여기럇후솟에이르러서는 40발락이

우양을잡아발람과그와함께한귀족을대접하였더

라 41아침에발락이발람과함께하고그를인도하여

바알의산당에오르매발람이거기서이스라엘백성의

진끝까지보니라

23발람이발락에게이르되 `나를위하여여기일곱

단을쌓고거기수송아지일곱과수양일곱을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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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하매 2발락이발람의말대로준비한후에발락과

발람이매단에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를드리니

라 3발람이발락에게이르되 `당신의번제물곁에서

소서나는저리로갈지라여호와께서혹시오셔서나

를만나시리니그가내게지시하시는것은다당신에

게고하리이다'하고사태난산에이른즉 4하나님이발

람에게임하시는지라발람이고하되 `내가일곱단을

베풀고매단에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를드렸나이

다' 5여호와께서발람의입에말씀을주어가라사대

발락에게돌아가서이렇게말할지어다 6그가발락에

게돌아간즉발락과모압모든귀족이번제물곁에함

께섰더라 7발람이노래를지어가로되발락이나를

아람에서,모압왕이동편산에서데려다가이르기를

와서나를위하여야곱을저주하라,와서이스라엘을

꾸짖으라하도다 8하나님이저주치않으신자를내어

찌저주하며여호와께서꾸짖지않으신자를내어찌

꾸짖을꼬 9내가바위위에서그들을보며작은산에서

그들을바라보니이백성은홀로처할것이라그를열

방중의하나로여기지않으리로다 10야곱의티끌을

뉘능히계산하며이스라엘사분지일을뉘능히계수

할꼬나는의인의죽음같이죽기를원하며나의종말

이그와같기를바라도다하매 11발락이발람에게이

르되 `그대가어찌내게이같이행하느냐? 나의원수를

저주하라고그대를데려왔거늘그대가온전히축복하

였도다' 12대답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내입에주신

말씀을내가어찌말하지아니할수있으리이까?' 13발

락이가로되 `나와함께그들을달리볼곳으로가자거

기서는그들을다보지못하고그끝만보리니거기서

나를위하여그들을저주하라'하고 14소빔들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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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비스가꼭대기에이르러일곱단을쌓고매단에

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를드리니 15발람이발락에

게이르되 `내가저기서여호와를만날동안에여기당

신의번제물곁에서소서'하니라 16여호와께서발람에

게임하사그입에말씀을주어가라사대발락에게로

돌아가서이렇게말할지니라 17발람이와서본즉발락

이번제물곁에섰고모압귀족들이함께있더라발락

이발람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무슨말씀을하시더

냐?' 18발람이노래를지어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십볼의아들이여! 나를자세히들으라 19

하나님은인생이아니시니식언치않으시고인자가아

니시니후회가없으시도다어찌그말씀하신바를행

치않으시며하신말씀을실행치않으시랴 20내가축

복의명을받았으니그가하신축복을내가돌이킬수

없도다 21여호와는야곱의허물을보지아니하시며이

스라엘의패역을보지아니하시는도다여호와그의하

나님이그와함께계시니왕을부르는소리가그중에

있도다 22하나님이그들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으

니그힘이들소와같도다 23야곱을해할사술이없고

이스라엘을해할복술이없도다이때에야곱과이스

라엘에대하여논할진대하나님의행하신일이어찌

그리크뇨하리로다 24백성이암사자같이일어나고

수사자같이일어나서움킨것을먹으며죽인피를마

시기전에는눕지아니하리로다하매 25발락이발람에

게이르되 `그들을저주하지도말고축복하지도말라'

26발람이발락에게대답하여가로되 `내가당신에게

고하여이르기를여호와께서말씀하신것은내가그대

로하지않을수없다고하지아니하더이까?' 27발락이

발람에게또이르되오라내가너를다른곳으로인도



민수기 314

하리니네가거기서나를위하여그들을저주하기를

하나님이혹시기뻐하시리라하고 28발락이발람을인

도하여광야가내려다보이는브올산꼭대기에이르니

29발람이발락에게이르되 `나를위하여여기일곱단

을쌓고거기수송아지일곱과수양일곱을준비하소

서' 30발락이발람의말대로행하여매단에수송아지

하나와수양하나를드리니라

24발람이자기와이스라엘을축복하는것을여호와

께서선히여기심을보고전과같이사술을쓰지아니

하고그낯을광야로향하여 2눈을들어이스라엘이

그지파대로거하는것을보는동시에하나님의신이

그위에임하신지라 3그가노래를지어가로되브올의

아들발람이말하며눈을감았던자가말하며 4하나님

의말씀을듣는자, 전능자의이상을보는자, 엎드려서

눈을뜬자가말하기를 5야곱이여! 네장막이, 이스라

엘이여!네거처가어찌그리아름다운고 6그벌어짐

이골짜기같고강가의동산같으며여호와의심으신

침향목들같고물가의백향목들같도다 7그통에서는

물이넘치겠고그종자는많은물가에있으리로다그

왕이아각보다높으니그나라가진흥하리로다 8하나

님이그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으니그힘이들소

와같도다그적국을삼키고그들의뼈를꺽으며화살

로쏘아꿰뚫으리로다 9꿇어앉고누움이수사자와같

고암사자와도같으니일으킨자누구이랴너를축복

하는자마다복을받을것이요너를저주하는자마다

저주를받을지어다! 10발락이발람에게노하여손뼉을

치며발람에게말하되 `내가그대를부른것은내원수

를저주하라함이어늘그대가이같이세번그들을축

복하였도다 11그러므로그대는이제그대의곳으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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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라내가그대를높여심히존귀케하기로뜻하였

더니여호와가그대를막아존귀치못하게하셨도다'

12발람이발락에게이르되 `당신이내게보낸사자들

에게내가고하여이르지아니하였나이까? 13가령발

락이그집에은, 금을가득히채워서내게줄지라도나

는여호와의말씀을어기고선악간임의로행하지못

하고여호와께서말씀하신대로말하리라하지아니하

였나이까? 14이제나는내백성에게로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내가이백성이후일에당신의백성에게어

떻게할것을당신에게고하리이다'하고 15노래를지

어가로되브올의아들발람이말하며눈을감았던자

가말하며 16하나님의말씀을듣는자가말하며지극

히높으신자의지식을아는자, 전능자의이상을보는

자, 엎드려서눈을뜬자가말하기를 17내가그를보아

도이때의일이아니며내가그를바라보아도가까운

일이아니로다한별이야곱에게서나오며한홀이이

스라엘에게서일어나서모압을이편에서,저편까지

파하고또소동하는자식들을다멸하리로다 18그원

수에돔은그들의산업이되며, 그원수세일도그들의

산업이되고그동시에이스라엘은용감히행동하리로

다 19주권자가야곱에게서나서남은자들을그성읍

에서멸절하리로다하고 20또아말렉을바라보며노래

를지어가로되아말렉은열국중으뜸이나종말은멸

망에이르리로다하고 21또가인족속을바라보며노

래를지어가로되너의거처가견고하니네보금자리

는바위에있도다 22그러나가인이쇠미하리니나중에

는앗수르의포로가되리로다하고 23또노래를지어

가로되슬프다하나님이이일을행하시리니그때에

살자가누구이랴? 24깃딤해변에서배들이와서앗수



민수기 316

르를학대하며에벨을괴롭게하리라마는그도멸망하

리로다하고 25발람이일어나자기곳으로돌아갔고

발락도자기길로갔더라

25이스라엘이싯딤에머물러있더니그백성이모압

여자들과음행하기를시작하니라 2그여자들이그신

들에게제사할때에백성을청하매백성이먹고그들

의신들에게절하므로 3이스라엘이바알브올에게부

속된지라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게진노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백성의두령들을잡아

태양을향하여여호와앞에목매어달라그리하면여

호와의진노가이스라엘을떠나리라 5모세가이스라

엘사사들에게이르되너희는각기관할하는자중에

바알브올에게부속한사람들을죽이라하니라 6이스

라엘자손의온회중이회막문에서울때에한사람이

모세와온회중의목전에미디안의한여인을데리고

그형제에게로온지라 7제사장아론의손자엘르아살

의아들비느하스가보고회중의가운데서일어나손

에창을들고 8그이스라엘남자를따라그의막에들

어가서이스라엘남자와그여인의배를꿰뚫어서두

사람을죽이니염병이이스라엘자손에게서그쳤더라

9그염병으로죽은자가이만사천명이었더라 10여호

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1제사장아론의손자

엘르아살의아들비느하스가나의질투심으로질투하

여이스라엘자손중에서나의노를돌이켜서나의질

투심으로그들을진멸하지않게하였도다 12그러므로

말하라내가그에게나의평화의언약을주리니 13그

와그후손에게영원한제사장직분의언약이라그가

그하나님을위하여질투하여이스라엘자손을속죄하

였음이니라 14죽임을당한이스라엘남자곧미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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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과함께죽임을당한자의이름은시므리니살루

의아들이요시므온인의종족중한족장이며 15죽임

을당한미디안여인의이름은고스비니수르의딸이

라수르는미디안백성한종족의두령이었더라 16여

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7미디안인들을박

해하며그들을치라 18이는그들이궤계로너희를박

해하되브올의일과미디안족장의딸곧브올의일로

염병이일어난날에죽임을당한그들의자매고스비

의사건으로너희를유혹하였음이니라

26염병후에여호와께서모세와제사장아론의아들

엘르아살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자손의온회

중의총수를그조상의집을따라조사하되이스라엘

중에무릇이십세이상으로능히싸움에나갈만한자

를계수하라하시니 3모세와제사장엘르아살이여리

고맞은편요단가모압평지에서그들에게고하여가

로되 4 `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나온모세와이스라엘

자손에게명하신대로너희는이십세이상된자를계수

하라' 하시니 5이스라엘의장자는르우벤이라르우벤

자손은하녹에게서난하녹가족과, 발루에게서난발

루가족과 6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가족과, 갈미에게

서난갈미가족이니 7이는르우벤가족들이라계수함

을입은자가사만삼천칠백삼십명이요 8발루의아

들은엘리압이요 9엘리압의아들은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이다단과,아비람은회중가운데서부름

을받은자러니고라의무리에들어가서모세와아론

을거스려여호와께패역할때에 10땅이그입을열어

서그무리와고라를삼키매그들이죽었고당시에불

이이백오십명을삼켜징계가되게하였으나 11그러

나고라의아들들은죽지아니하였더라 12시므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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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그종족대로이러하니느무엘에게서난느무엘가

족과, 야민에게서난야민가족과, 야긴에게서난야긴

가족과 13세라에게서난세라가족과, 사울에게서난

사울가족이라 14이는시므온종족들이니계수함을입

은자가이만이천이백명이었더라 15갓자손은그종

족대로이러하니스본에게서난스본가족과,학기에

게서난학기가족과, 수니에게서난수니가족과 16오

스니에게서난오스니가족과, 에리에게서난에리가

족과 17아롯에게서난아롯가족과, 아렐리에게서난

아렐리가족이라 18이는갓자손의종족들이니계수함

을입은자가사만오백명이었더라 19유다의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이에르와오난은가나안땅에서죽

었고 20유다의자손은그종족대로이러하니셀라에게

서난셀라가족과, 베레스에게서난베레스가족과, 세

라에게서난세라가족이며 21또베레스자손은이러

하니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가족과,하물에게서난

하물가족이라 22이는유다종족들이니계수함을입은

자가칠만육천오백명이었더라 23잇사갈자손은그

종족대로이러하니돌라에게서난돌라가족과,부와

에게서난부니가족과 24야숩에게서난야숩가족과

시므론에게서난시므론가족이라 25이는잇사갈종족

들이니계수함을입은자가육만사천삼백명이었더라

26스불론자손들은그종족대로이러하니세렛에게서

난세렛가족과, 엘론에게서난엘론가족과, 얄르엘에

게서난얄르엘가족이라 27이는스불론종족들이니

계수함을입은자가육만오백명이었더라 28요셉의아

들들은그종족대로므낫세와에브라임이요 29므낫세

의자손중마길에게서난것은마길가족이라마길이

길르앗을낳았고길르앗에게서난것은길르앗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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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0길르앗자손은이러하니이에셀에게서난이에셀

가족과,헬렉에게서난헬렉가족과 31아스리엘에게서

난아스리엘가족과, 세겜에게서난세겜가족과 32스

미다에게서난스미다가족과, 헤벨에게서난헤벨가

족이며 33헤벨의아들슬로브핫은아들이없고딸뿐

이라그딸의이름은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 디르사니 34이는므낫세의종족들이라계수함을입

은자가오만이천칠백명이었더라 35에브라임자손은

그종족대로이러하니수델라에게서난수델라가족과

, 베겔에게서난베겔가족과, 다한에게서난다한가족

이며 36수델라자손은이러하니에란에게서난에란

가족이라 37이는에브라임자손의종족들이니계수함

을입은자가삼만이천오백명이라이상은그종족을

따른요셉자손이었더라 38베냐민자손들은그종족대

로이러하니벨라에게서난벨라가족과,아스벨에게

서난아스벨가족과, 아히람에게서난아히람가족과

39스부밤에게서난스부밤가족과, 후밤에게서난후

밤가족이며 40벨라의아들은아릇과, 나아만이라아

릇에게서아릇가족과,나아만에게서나아만가족이

났으니 41이는그들의종족을따른베냐민자손이라

계수함을입은자가사만오천육백명이었더라 42단

자손은그종족대로이러하니라수함에게서수함가족

이났으니이는그들의종족을따른단가족들이라 43

수함모든가족의계수함을입은자가육만사천사백

명이었더라 44아셀자손은그종족대로이러하니임나

에게서난임나가족과, 이스위에게서난이스위가족

과, 브리아에게서난브리아가족이며 45브리아의자

손중헤벨에게서난헤벨가족과, 말기엘에게서난말

기엘가족이며 46아셀의딸의이름은세라라 47이는



민수기 320

아셀자손의종족들이니계수함을입은자가오만삼

천사백명이었더라 48납달리자손은그종족대로이러

하니야셀에게서난야셀가족과, 구니에게서난구니

가족과 49예셀에게서난예셀가족과, 실렘에게서난

실렘가족이라 50이는그종족을따른납달리가족들

이니계수함을입은자가사만오천사백명이었더라

51이스라엘자손의계수함을입은자가육십만일천

칠백삼십명이었더라 5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

라사대 53이계수대로땅을나눠주어기업을삼게하

라 54수가많은자에게는기업을많이줄것이요수가

적은자에게는기업을적게줄것이니그들의계수함

을입은수대로각기기업을주되 55오직그땅을제비

뽑아나누어그들의조상지파의이름을따라얻게할

지니라 56그다소를물론하고그기업을제비뽑아나

눌지니라 57레위인의계수함을입은자는그종족대로

이러하니게르손에게서난게르손가족과, 고핫에게서

난고핫가족과,므라리에게서난므라리가족이며 58

레위종족들은이러하니립니가족과, 헤브론가족과,

말리가족과, 무시가족과, 고라가족이라, 고핫은아므

람을낳았으며 59아므람의처의이름은요게벳이니레

위의딸이요애굽에서레위에게서난자라그가아므

람에게서아론과모세와그누이미리암을낳았고 60

아론에게서는나답과,아비후와,엘르아살과,이다말

이났더니 61나답과아비후는다른불을여호와앞에

드리다가죽었더라 62레위인의일개월이상으로계수

함을입은모든남자가이만삼천명이었더라그들은

이스라엘자손중계수에들지아니하였으니이는이

스라엘자손중에서그들에게준기업이없음이었더라

63이는모세와제사장엘르아살의계수한자라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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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고맞은편요단가모압평지에서이스라엘자손

을계수한중에는 64모세와제사장아론이시내광야

에서계수한이스라엘자손은한사람도들지못하였으

니 65이는여호와께서그들에게대하여말씀하시기를

그들이반드시광야에서죽으리라하셨음이라이러므

로여분네의아들갈렙과눈의아들여호수아외에는

한사람도남지아니하였더라

27요셉의아들므낫세가족에므낫세의현손, 마길의

증손,길르앗의손자헤벨의아들슬로브핫의딸들이

나아왔으니그딸들의이름은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와, 밀가와, 디르사라 2그들이회막문에서모세와제

사장엘르아살과족장들과온회중앞에서서가로되 3

`우리아버지가광야에서죽었으나여호와를거스려

모인고라의무리에들지아니하고자기죄에죽었고

아들이없나이다 4어찌하여아들이없다고우리아버

지의이름이그가족중에서삭제되리이까?우리아버

지의형제중에서우리에게기업을주소서'하매 5모

세가그사연을여호와께품하니라 6여호와께서모세

에게일러가라사대 7슬로브핫딸들의말이옳으니너

는반드시그들의아비의형제중에서그들에게기업

을주어얻게하되그아비의기업으로그들에게돌릴

지니라 8너는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기를사

람이죽고아들이없거든그기업을그딸에게돌릴것

이요 9딸도없거든그기업을그형제에게줄것이요

10형제도없거든그기업을그아비의형제에게줄것

이요 11그아비의형제도없거든그기업을가장가까

운친족에게주어얻게할지니라하고나여호와가너

모세에게명한대로이스라엘자손에게판결의율례가

되게할지니라 12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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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바림산에올라가서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준

땅을바라보라 13본후에는네형아론의돌아간것같

이너도조상에게로돌아가리니 14이는신광야에서

회중이분쟁할제너희가내명을거역하고그물가에

서나의거룩함을그들의목전에나타내지아니하였음

이니라이물은신광야가데스의므리바물이니라 15

모세가여호와께여짜와가로되 16 `여호와모든육체

의생명의하나님이시여! 원컨대한사람을이회중위

에세워서 17그로그들앞에출입하며그들을인도하

여출입하게하사여호와의회중으로목자없는양과

같이되지않게하옵소서!' 1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

르시되눈의아들여호수아는신에감동된자니너는

데려다가그에게안수하고 19그를제사장엘르아살과

온회중앞에세우고그들의목전에서그에게위탁하

여 20네존귀를그에게돌려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

으로그에게복종하게하라 21그는제사장엘르아살

앞에설것이요엘르아살은그를위하여우림의판결

법으로여호와앞에물을것이며그와온이스라엘자

손곧온회중은엘르아살의말을좇아나가며들어올

것이니라 22모세가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

하여여호수아를데려다가제사장엘르아살과온회중

앞에세우고

28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명하여그들에게이르라나의예물, 나의식

물되는화제, 나의향기로운것은너희가그정한시기

에삼가내게드릴지니라 3또그들에게이르라너희가

여호와께드릴화제는이러하니일년되고흠없는수

양을매일둘씩상번제로드리되 4한어린양은아침

에드리고,한어린양은해질때에드릴것이요 5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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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루에바십분지일에빻아낸기름힌사분지일

을섞어서소제로드릴것이니 6이는시내산에서정한

상번제로서여호와께드리는향기로운화제며 7또그

전제는어린양하나에힌사분지일을드리되거룩한

곳에서여호와께독주의전제를부어드릴것이며 8해

질때에는그한어린양을드리되그소제와전제를아

침것같이여호와께향기로운화제로드릴것이니라 9

안식일에는일년되고흠없는수양둘과고운가루에

바십분지이에기름섞은소제와그전제를드릴것이

니 10이는매안식일의번제라상번제와그전제외에

니라 11월삭에는수송아지둘과수양하나와일년되

고흠없는수양일곱으로여호와께번제를드리되 12

매수송아지에는고운가루에바십분지삼에, 기름섞

은소제와수양하나에는고운가루에바십분지이에

기름섞은소제와 13매어린양에는고운가루에바십

분지일에, 기름섞은소제를향기로운번제로여호와

께화제로드릴것이며 14그전제는수송아지하나에

포도주반힌이요, 수양하나에삼분지일힌이요어린

양하나에사분지일힌이니이는일년중매월삭의번

제며 15또상번제와그전제외에수염소하나를속죄

제로여호와께드릴것이니라 16정월십사일은여호와

의유월절이며 17또그달십오일부터는절일이니칠

일동안무교병을먹을것이며 18그첫날에는성회로

모일것이요아무노동도하지말것이며 19수송아지

둘과수양하나와일년된수양일곱을다흠없는것으

로여호와께화제를드려번제가되게할것이며 20그

소제로는고운가루에기름을섞어서쓰되수송아지

하나에는에바십분지삼이요수양하나에는에바십

분지이를드리고 21어린양일곱에는매어린양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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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십분지일을드릴것이며 22또너희를속하기위하

여수염소하나로속죄제를드리되 23아침의번제곧

상번제외에그것들을드릴것이니라 24너희는이순

서대로칠일동안매일여호와께향기로운화제의식

물을드리되상번제와그전제외에드릴것이며 25제

칠일에는성회로모일것이요아무노동도하지말것

이니라 26칠칠절처음익은열매드리는날에너희가

여호와께새소제를드릴때에도성회로모일것이요

아무노동도하지말것이며 27수송아지둘과수양하

나와일년된수양일곱으로여호와께향기로운번제

를드릴것이며 28그소제로는고운가루에기름을섞

어서쓰되매수송아지에는에바십분지삼이요, 수양

하나에는에바십분지이요 29어린양일곱에는매어

린양에에바십분지일을드릴것이며 30또너희를속

하기위하여수염소하나를드리되 31너희는다흠없

는것으로상번제와그소제와전제외에그것들을드

릴것이니라

29칠월에이르러는그달초일일에성회로모이고아

무노동도하지말라이는너희가나팔을불날이니라

2너희는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와일년되고흠없

는수양일곱을여호와께향기로운번제로드릴것이

며 3그소제로는고운가루에기름을섞어서쓰되수

송아지에는에바십분지삼이요,수양에는에바십분

지이요 4어린양일곱에는매어린양에에바십분지

일을드릴것이며 5또너희를속하기위하여수염소

하나를속죄제로드리되 6월삭의번제와그소제와상

번제와그소제와그전제외에그규례를따라향기로

운화제로여호와께드릴것이니라 7칠월십일에는너

희가성회로모일것이요마음을괴롭게하고아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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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하지말것이며 8너희는수송아지하나와수양

하나와일년된수양일곱을다흠없는것으로여호와

께향기로운번제를드릴것이며 9그소제로는고운

가루에기름을섞어서쓰되수송아지하나에는에바

십분지삼이요, 수양하나에는에바십분지이요 10어

린양일곱에는매어린양에에바십분지일을드릴것

이며 11또수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릴것이니이는

속죄제와상번제와그소제와그전제외에니라 12칠

월십오일에는너희가너희성회로모일것이요아무

노동도하지말것이며칠일동안여호와앞에절기를

지킬것이라 13너희번제로여호와께향기로운화제를

드리되수송아지열셋과수양둘과일년된수양열넷

을다흠없는것으로드릴것이며 14그소제로는고운

가루에기름을섞어서수송아지열셋에는각기에바

십분지삼이요, 수양둘에는각기에바십분지이요 15

어린양열넷에는각기에바십분지일을드릴것이며

16또수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릴지니상번제와그

소제와그전제외에니라 17둘째날에는수송아지열

둘과수양둘과일년되고흠없는수양열넷을드릴것

이며 18그소제와전제는수송아지와수양과어린양

의수효를따라서규례대로할것이며 19또수염소하

나를속죄제로드릴지니상번제와그소제와그전제

외에니라 20세째날에는수송아지열하나와수양둘

과일년되고흠없는수양열넷을드릴것이며 21그소

제와전제는수송아지와수양과어린양의수효를따

라서규례대로할것이며 22또수염소하나를속죄제

로드릴지니상번제와그소제와그전제외에니라 23

네째날에는수송아지열과수양둘과일년되고흠없

는수양열넷을드릴것이며 24그소제와전제는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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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와수양과어린양의수효를따라서규례대로할

것이며 25또수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릴지니상번제

와그소제와그전제외에니라 26다섯째날에는수송

아지아홉과수양둘과일년되고흠없는수양열넷을

드릴것이며 27그소제와전제는수송아지와수양과

어린양의수효를따라서규례대로할것이며 28또수

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릴지니상번제와그소제와

그전제외에니라 29여섯째날에는수송아지여덟과

수양둘과일년되고흠없는수양열넷을드릴것이며

30그소제와전제는수송아지와수양과어린양의수

효를따라서규례대로할것이며 31또수염소하나를

속죄제로드릴지니상번제와그소제와그전제외에

니라 32일곱째날에는수송아지일곱과수양둘과일

년되고흠없는수양열넷을드릴것이며 33그소제와

전제는수송아지와수양과어린양의수효를따라서

규례대로할것이며 34또수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

릴지니상번제와그소제와그전제외에니라 35여덟

째날에는거룩한대회로모일것이요아무노동도하

지말것이며 36번제로여호와께향기로운화제를드리

되수송아지하나와수양하나와일년되고흠없는수

양일곱을드릴것이며 37그소제와전제는수송아지

와수양과어린양의수효를따라서규례대로할것이

며 38또수염소하나를속죄제로드릴지니상번제와

그소제와그전제외에니라 39너희가이절기를당하

거든여호와께이같이드릴지니이는너희서원제나

낙헌제외에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드릴것이니라

40모세가여호와께서자기로명하신모든일을이스라

엘자손에게고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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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모세가이스라엘자손지파의두령들에게일러가

로되여호와의명령이이러하니라 2사람이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마음을제어하기로서약하였거든파약

하지말고그입에서나온대로다행할것이니라 3또

여자가만일어려서그아비집에있을때에여호와께

서원한일이나스스로제어하려한일이있다하자 4

그아비가그의서원이나그마음을제어하려는서약

을듣고도그에게아무말이없으면그모든서원을행

할것이요그마음을제어하려는서약을지킬것이니

라 5그러나그아비가그것을듣는날에허락지아니

하면그서원과마음을제어하려던서약이이루지못

할것이니그아비가허락지아니하였은즉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또혹시남편을맞을때에서원이나마음

을제어하려는서약을경솔히그입에서발하였다하

자 7그남편이그것을듣고그듣는날에그에게아무

말이없으면그서원을행할것이요그마음을제어하

려는서약을지킬것이니라 8그러나그남편이그것을

듣는날에허락지아니하면그서원과마음을제어하

려고경솔히입술에서발한서약이무효될것이니여

호와께서그여자를사하시리라 9과부나이혼당한여

자의서원이나무릇그마음을제어하려는서약은지

킬것이니라 10부녀가혹시그남편의집에있어서원

을하였다든지마음을제어하려고서약하였다하자 11

그남편이그것을듣고도아무말이없고금함이없으

면그서원은무릇행할것이요그마음을제어하려는

서약은무릇지킬것이니라 12그러나그남편이그것

을듣는날에무효케하면그서원과마음을제어하려

던일에대하여입술에서낸것을무엇이든지이루지

못하나니그남편이그것을무효케하였은즉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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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그부녀를사하시느니라 13무릇서원과무릇마음

을괴롭게하려는서약은그남편이그것을지키게도

할수있고무효케도할수있나니 14그남편이일향말

이없으면아내의서원과스스로제어하려는일을지

키게하는것이니이는그가그것을들을때에그아내

에게아무말도아니하였으므로지키게됨이니라 15그

러나그남편이들은지얼마후에그것을무효케하면

그가아내의죄를담당할것이니라 16이는여호와께서

모세에게명하신율례니남편이아내에게,아비가자

기집에있는유년여자에게대한것이니라

31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의원수를미디안에게갚으라그후에네가네조

상에게로돌아가리라 3모세가백성에게일러가로되

`너희중에서사람을택하여싸움에나갈준비를시키

고미디안을치러보내어서여호와의원수를미디안에

게갚되 4이스라엘모든지파에대하여각지파에서

일천인씩을싸움에보낼지니라' 하매 5매지파에서일

천인씩이스라엘천만인중에서일만이천인을택하여

무장을시킨지라 6모세가매지파에일천인씩싸움에

보내되제사장엘르아살의아들비느하스에게성소의

기구와신호나팔을들려서그들과함께싸움에보내

매 7그들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미디안

을쳐서그남자를다죽였고 8그죽인자외에미디안

의다섯왕을죽였으니미디안의왕들은에위와, 레겜

과,수르와,후르와,레바이며또브올의아들발람을

칼로죽였더라 9이스라엘자손이미디안의부녀들과

그아이들을사로잡고그가축과양떼와재물을다탈

취하고 10그거처하는성읍들과촌락을다불사르고

11탈취한것, 노략한것, 사람과, 짐승을다취하니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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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사로잡은자와노략한것과탈취한것을가지

고여리고맞은편요단가모압평지의진에이르러모

세와제사장엘르아살과이스라엘자손의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13모세와제사장엘르아살과회중의족장

들이다진밖에나가서영접하다가 14모세가군대의

장관곧싸움에서돌아온천부장들과백부장들에게노

하니라 15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너희가여자들을다

살려두었느냐? 16보라이들이발람의꾀를좇아이스

라엘자손으로브올의사건에여호와앞에범죄케하

여여호와의회중에염병이일어나게하였느니라 17그

러므로아이들중에남자는다죽이고남자와동침하

여사내를안여자는다죽이고 18남자와동침하지아

니하여사내를알지못하는여자들은다너희를위하

여살려둘것이니라 19너희는칠일동안진밖에주둔

하라무릇살인자나죽임을당한시체를만진자나제

삼일과제칠일에몸을깨끗케하고너희의포로도깨

끗케할것이며 20무릇의복과무릇가죽으로만든것

과무릇염소털로만든것과무릇나무로만든것을다

깨끗케할지니라 21제사장엘르아살이싸움에나갔던

군인들에게이르되 `이는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

법률이니라 22금, 은, 동, 철과상납과납의 23무릇불

에견딜만한물건은불을지나게하라그리하면깨끗

하려니와오히려정결케하는물로그것을깨끗케할

것이며무릇불에견디지못할모든것은물을지나게

할것이니라 24너희는제칠일에옷을빨아서깨끗케

한후에진에들어올지니라' 25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26너는제사장엘르아살과회중의족장

들을더불어이탈취한사람과짐승을계수하고 27그

얻은물건을반분하여그절반은싸움에나갔던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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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주고절반은회중에게주고 28싸움에나갔던

군인들로는사람이나소나나귀나양떼의오백분지일

을여호와께드리게하되 29곧이를그들의절반에서

취하여여호와의거제로제사장엘르아살에게주고 30

또이스라엘자손의얻은절반에서는사람이나소나

나귀나양떼나각종짐승을오십분지일을취하여여

호와의성막을맡은레위인에게주라 31모세와제사장

엘르아살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하니라

32그탈취물곧군인들의다른탈취물외에양이육십

칠만오천이요 33소가칠만이천이요 34나귀가육만

일천이요 35사람은남자와동침하지아니하여서사내

를알지못하는여자가도합삼만이천이니 36그절반

곧싸움에나갔던자들의소유가양이삼십삼만칠천

오백이라 37여호와께세로드린양이육백칠십오요

38소가삼만육천이라그중에서여호와께세로드린

것이칠십이두요 39나귀가삼만오백이라그중에서

여호와께세로드린것이육십일이요 40사람이일만

육천이라그중에서여호와께세로드린자가삼십이

명이니 41여호와께거제의세로드린것을모세가제

사장엘르아살에게주었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

하심과같았더라 42모세가싸움에나갔던자에게서나

누어취하여이스라엘자손에게준절반 43곧회중의

얻은절반은양이삼십삼만칠천오백이요 44소가삼

만육천이요 45나귀가삼만오백이요 46사람이일만

육천이라 47이스라엘자손의그절반에서모세가사람

이나짐승의오십분지일을취하여여호와의장막을

맡은레위인에게주었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

심과같았더라 48군대의장관들곧천부장과백부장들

이모세에게나아와서 49그에게고하되 `당신의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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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영솔한군인을계수한즉우리중한사람도축나지

아니하였기로 50우리각사람의얻은바금패물곧발

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여호

와의예물로우리의생명을위하여여호와앞에속죄

하려고가져왔나이다' 51모세와제사장엘르아살이그

들에게서그금으로만든모든패물을취한즉 52천부

장과백부장들이여호와께드린거제의금의도합이

일만육천칠백오십세겔이니 53군인들이각기자기

를위하여탈취한것이라 54모세와제사장엘르아살이

천부장과백부장들에게서금을취하여회막에드려서

여호와앞에이스라엘자손의기념을삼았더라

32르우벤자손과갓자손은심히많은가축떼가있

었더라그들이야셀땅과길르앗땅을본즉그곳은가

축에적당한곳인지라 2갓자손과르우벤자손이와서

모세와제사장엘르아살과회중족장들에게말하여가

로되 3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4곧여호와께서이

스라엘회중앞에서쳐서멸하신땅은가축에적당한

곳이요당신의종들에게는가축이있나이다' 5또가로

되 `우리가만일당신에게은혜를입었으면이땅을당

신의종들에게산업으로주시고우리로요단을건너지

않게하소서' 6모세가갓자손과르우벤자손에게이

르되 `너희형제들은싸우러가거늘너희는여기앉았

고자하느냐? 7너희가어찌하여이스라엘자손으로낙

심케하여서여호와께서그들에게주신땅으로건너갈

수없게하려느냐? 8너희열조도내가가데스바네아에

서그땅을보라고보내었을때에그리하였었나니 9그

들이에스골골짜기에올라가서그땅을보고이스라

엘자손으로낙심케하여서여호와께서그들에게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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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갈수없게하였었느니라 10그때에여호와께서

진노하사맹세하여가라사대 11애굽에서나온자들의

이십세이상으로는한사람도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에게맹세한땅을정녕히보지못하리니이는그

들이나를온전히순종치아니하였음이니라 12다만그

나스사람여분네의아들갈렙과눈의아들여호수아

는볼것은여호와를온전히순종하였음이니라하시고

13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게진노하사그들로사십년

동안광야에유리하게하심으로여호와의목전에악을

행한그세대가필경은다소멸하였느니라 14보라, 너

희는너희의열조를계대하여일어난죄인의종류로서

이스라엘을향하신여호와의노를더욱심하게하는도

다 15너희가만일돌이켜여호와를떠나면여호와께서

또이백성을광야에버리시리니그리하면너희가이

모든백성을멸망시키리라' 16그들이모세에게가까이

나아와가로되 `우리가이곳에우리가축을위하여우

리를짓고우리유아들을위하여성읍을건축하고 17

이땅거민의연고로우리유아들로그견고한성읍에

거하게한후에우리는무장하고이스라엘자손을그

곳으로인도하기까지그들의앞에행하고 18이스라엘

자손이각기기업을얻기까지우리집으로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우리는요단이편곧동편에서산업

을얻었사오니그들과함께요단저편에서는기업을

얻지아니하겠나이다' 20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 `너

희가만일이일을행하여무장하고여호와앞에서가

서싸우되 21너희가다무장하고여호와앞에서요단

을건너가서여호와께서그원수를자기앞에서쫓아

내시고 22그땅으로여호와앞에복종케하시기까지

싸우면여호와의앞에서나이스라엘의앞에서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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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돌아오겠고이땅은여호와앞에서너희의산업이

되리라마는 23너희가만일그같이아니하면여호와께

범죄함이니너희죄가정녕너희를찾아낼줄알라 24

너희는유아들을위하여성읍을건축하고양을위하여

우리를지으라그리하고너희입에서낸대로행하라'

25갓자손과르우벤자손이모세에게대답하여가로되

`우리주의명대로종들이행할것이라 26우리의어린

자와아내와양떼와모든가축은이곳길르앗성읍들

에두고 27우리주의말씀대로종들은무장하고여호

와앞에서다건너가서싸우리이다' 28이에모세가그

들에게대하여제사장엘르아살과눈의아들여호수아

와이스라엘자손지파의두령들에게명하니라 29모세

가그들에게이르되 `갓자손과르우벤자손이만일각

기무장하고너희와함께요단을건너가서여호와앞

에서싸워서그땅이너희앞에항복하기에이르거든

길르앗땅을그들에게산업으로줄것이니라 30그러나

그들이만일너희와함께무장하고건너지아니하거든

가나안땅에서너희중에산업을줄것이니라' 31갓자

손과르우벤자손이대답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당

신의종들에게명하신대로우리가행할것이라 32우

리가무장하고여호와앞에서가나안땅에건너가서

요단이편으로우리의산업이되게하리이다' 33모세

가갓자손과르우벤자손과요셉의아들므낫세반지

파에게아모리인의왕시혼의국토와바산왕옥의국

토를주되곧그나라와그경내성읍들과그성읍들의

사면땅을그들에게주매 34갓자손은디본과, 아다롯

과, 아로엘과 35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36벧

니므라와,벧하란들의견고한성읍을건축하였고또

양을위하여우리를지었으며 37르우벤자손은헤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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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38느보와바알므온들을

건축하고그이름을고쳤고또십마를건축하고건축

한성읍들에새이름을주었고 39므낫세의아들마길

의자손은가서길르앗을쳐서취하고거기있는아모

리인을쫓아내매 40모세가길르앗을므낫세의아들마

길에게주매그가거기거하였고 41므낫세의아들야

일은가서그촌락들을취하고 [하봇야일]이라칭하였

으며 42노바는가서그낫과그향촌을취하고자기이

름을따라서 [노바]라칭하였더라

33이스라엘자손이모세와아론의관할하에그항오

대로애굽땅에서나오던때의노정이이러하니라 2모

세가여호와의명대로그노정을따라그진행한것을

기록하였으니그진행한대로그노정은이러하니라 3

그들이정월십오일에라암셋에서발행하였으니곧유

월절다음날이라이스라엘자손이애굽모든사람의

목전에서큰권능으로나왔으니 4애굽인은여호와께

서그들중에치신그모든장자를장사하는때라여호

와께서그들의신들에게도벌을주셨더라 5이스라엘

자손이라암셋에서발행하여숙곳에진쳤고 6숙곳에

서발행하여광야끝에담에진쳤고 7에담에서발행

하여바알스본앞비하히롯으로돌아가서믹돌앞에

진쳤고 8하히롯앞에서발행하여바다가운데로지나

광야에이르고에담광야로삼일길쯤들어가서마라

에진쳤고 9마라에서발행하여엘림에이르니엘림에

는샘물열둘과종려칠십주가있으므로거기진쳤고

10엘림에서발행하여홍해가에진쳤고 11홍해가에

서발행하여신광야에진쳤고 12신광야에서발행하

여 13돕가에진쳤고돕가에서발행하여알루스에진

쳤고 14알루스에서발행하여르비딤에진쳤는데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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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백성의마실물이없었더라 15르비딤에서발행하여

시내광야에진쳤고 16시내광야에서발행하여기브

롯핫다아와에진쳤고 17기브롯핫다아와에서발행하

여하세롯에진쳤고 18하세롯에서발행하여릿마에

진쳤고 19릿마에서발행하여림몬베레스에진쳤고

20림몬베레스에서발행하여립나에진쳤고 21립나에

서발행하여릿사에진쳤고 22릿사에서발행하여그

헬라다에진쳤고 23그헬라다에서발행하여세벨산에

진쳤고 24세벨산에서발행하여하라다에진쳤고 25

하라다에서발행하여막헬롯에진쳤고 26막헬롯에서

발행하여다핫에진쳤고 27다핫에서발행하여데라에

진쳤고 28데라에서발행하여밋가에진쳤고 29밋가

에서발행하여하스모나에진쳤고 30하스모나에서발

행하여모세롯에진쳤고 31모세롯에서발행하여브네

야아간에진쳤고 32브네야아간에서발행하여홀하깃

갓에진쳤고 33홀하깃갓에서발행하여욧바다에진

쳤고 34욧바다에서발행하여아브로나에진쳤고 35

아브로나에서발행하여에시온게벨에진쳤고 36에시

온게벨에서발행하여신광야곧가데스에진쳤고 37

가데스에서발행하여에돔국경호르산에진쳤더라

38이스라엘자손이애굽땅에서나온지사십년오월

일일에제사장아론이여호와의명으로호르산에올라

가거기서죽었으니 39아론이호르산에서죽던때에

나이일백이십삼세이었더라 40가나안땅남방에거

한가나안사람아랏왕이이스라엘의옴을들었더라

41그들이호르산에서발행하여살모나에진쳤고 42살

모나에서발행하여부논에진쳤고 43부논에서발행하

여오봇에진쳤고 44오봇에서발행하여모압변경이

예아바림에진쳤고 45이임에서발행하여디본갓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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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고 46디본갓에서발행하여알몬디블라다임에진쳤

고 47알몬디블라다임에서발행하여느보앞아바림산

에진쳤고 48아바림산에서발행하여여리고맞은편

요단가모압평지에진쳤으니 49요단가모압평지의

진이벧여시못에서부터아벨싯딤에미쳤었더라 50여

리고맞은편요단가모압평지에서여호와께서모세

에게일러가라사대 51이스라엘자손에게말하여그들

에게이르라너희가요단을건너가나안땅에들어가

거든 52그땅거민을너희앞에서다몰아내고그새긴

석상과부어만든우상을다파멸하며산당을다훼파

하고 53그땅을취하여거기거하라내가그땅을너희

산업으로너희에게주었음이라 54너희의가족을따라

서그땅을제비뽑아나눌것이니수가많으면많은기

업을주고적으면적은기업을주되각기제비뽑힌대

로그소유가될것인즉너희열조의지파를따라기업

을얻을것이니라 55너희가만일그땅거민을너희앞

에서몰아내지아니하면너희의남겨둔자가너희의

눈에가시와너희의옆구리에찌르는것이되어너희

거하는땅에서너희를괴롭게할것이요 56나는그들

에게행하기로생각한것을너희에게행하리라

3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너는이스

라엘자손에게명하여그들에게이르라너희가가나안

땅에들어가는때에그땅은너희의기업이되리니곧

가나안사방지경이라 3너희남방은에돔곁에접근한

신광야니너희남편경계는동편으로염해끝에서시

작하여 4돌아서아그람빔언덕남편에이르고신을지

나가데스바네아남방에이르고또하살아달을지나

아스몬에이르고 5아스몬에서돌아서애굽시내를지

나바다까지이르느니라 6서편경계는대해가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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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니이는너희의서편경계니라 7북편경계는이러

하니대해에서부터호르산까지긋고 8호르산에서그

어하맛어귀에이르러스닷에미치고 9그경계가또

시브론을지나하살에난에미치나니이는너희북편

경계니라 10너희의동편경계는하살에난에서그어스

밤에이르고 11그경계가또스밤에서리블라로내려

가서아인동편에이르고또내려가서긴네렛동편해

변에미치고 12그경계가또요단으로내려가서염해

에미치나니너희땅의사방경계가이러하니라 13모

세가이스라엘자손에게명하여가로되 `이는너희가

제비뽑아얻을땅이라여호와께서이것을아홉지파와

반지파에게주라고명하셨나니 14이는르우벤자손의

지파와갓자손의지파가함께그들의종족대로그기

업을받았고므낫세의반지파도기업을받았음이라

15이두지파와반지파가여리고맞은편요단건너편

곧해돋는편에서그기업을받았느니라' 16여호와께

서또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17너희에게땅을기업

으로나눈자의이름이이러하니제사장엘르아살과

눈의아들여호수아니라 18너희가또기업의땅을나

누기위하여매지파에한족장씩택하라 19그사람들

의이름은이러하니유다지파에서는여분네의아들

갈렙이요 20시므온지파에서는암미훗의아들스므엘

이요 21베냐민지파에서는기슬론의아들엘리닷이요

22단자손의지파의족장요글리의아들북기요 23요

셉자손중므낫세자손지파의족장에봇의아들한니

엘이요 24에브라임자손지파의족장십단의아들그

므엘이요 25스블론자손지파의족장바르삭의아들

엘리사반이요 26잇사갈자손지파의족장앗산의아들

발디엘이요 27아셀자손지파의족장슬로미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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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히훗이요 28납달리자손지파의족장암미훗의아들

브다헬이니라하셨으니 29여호와께서명하사가나안

땅에서이스라엘자손에게기업을나누게하신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5여호와께서여리고맞은편요단가모압평지에서

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엘자손에게명하여

그들의얻은기업에서레위인에게거할성읍들을주게

하고너희는또그성읍사면의들을레위인에게주어

서 3성읍으로는그들의거처가되게하고들로는그들

의가축과물산과짐승들을둘곳이되게할것이라 4

너희가레위인에게줄성읍들의들은성벽에서부터밖

으로사면이천규빗이라 5성을중앙에두고성밖동

편으로이천규빗, 남편으로이천규빗서편으로이천

규빗, 북편으로이천규빗을측량할지니이는그들의

성읍의들이며 6너희가레위인에게줄성읍은살인자

로피케할도피성으로여섯성읍이요, 그외에사십이

성읍이라 7너희가레위인에게모두사십팔성읍을주

고그들도함께주되 8이스라엘자손의산업에서레

위인에게너희가성읍을줄때에많이얻은자에게서

는많이취하여주고적게얻은자에게서는적게취하

여줄것이라각기얻은산업을따라서그성읍들을레

위인에게줄지니라 9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일러가

라사대 10이스라엘자손에게말하여그들에게이르라

너희가요단을건너가나안땅에들어가거든 11너희

를위하여성읍을도피성으로정하여그릇살인한자

로그리로피하게하라 12이는너희가보수할자에게

서도피하는성을삼아살인자가회중앞에서서판결

을받기까지죽지않게하기위함이니라 13너희가줄

성읍중에여섯으로도피성이되게하되 14세성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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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이편에서주고세성읍은가나안땅에서주어도

피성이되게하라 15이여섯성읍은이스라엘자손과

타국인과이스라엘중에우거하는자의도피성이되리

니무릇그릇살인한자가그리로도피할수있으리라

16만일철연장으로사람을쳐죽이면이는고살한자

니그고살자를반드시죽일것이요 17만일사람을죽

일만한돌을손에들고사람을쳐죽이면이는고살한

자니그고살자를반드시죽일것이요 18만일사람을

죽일만한나무연장을손에들고사람을쳐죽이면이

는고살한자니그고살자를반드시죽일것이니라 19

피를보수하는자가그고살자를친히죽일것이니그

를만나거든죽일것이요 20만일미워하는까닭에밀

쳐죽이거나기회를엿보아무엇을던져죽이거나 21

원한으로인하여손으로쳐죽이면그친자를반드시

죽일것이니이는고살하였음이라피를보수하는자가

그고살자를만나거든죽일것이니라 22원한없이우

연히사람을밀치거나기회를엿봄이없이무엇을던

지거나 23보지못하고사람을죽일만한돌을던져서

죽였다하자이는원한도없고해하려한것도아닌즉

24회중이친자와피를보수하는자간에이규례대로

판결하여 25피를보수하는자의손에서살인자를건져

내어그가피하였던도피성으로돌려보낼것이요그

는거룩한기름부음을받은대제사장의죽기까지거

기거할것이니라 26그러나살인자가어느때든지그

피하였던도피성지경밖에나갔다하자 27피를보수

하는자가도피성지경밖에서그살인자를만나죽일

지라도위하여피흘린죄가없나니 28이는살인자가

대제사장의죽기까지그도피성에유하였을것임이라

대제사장의죽은후에는그살인자가자기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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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돌아갈수있느니라 29이는너희대대로거하

는곳에서판단하는율례라 30무릇사람을죽인자곧

고살자를증인들의말을따라서죽일것이나한증인

의증거만따라서죽이지말것이요 31살인죄를범한

고살자의생명의속전을받지말고반드시죽일것이

며 32또도피성에피한자를대제사장의죽기전에는

속전을받고그의땅으로돌아가거하게하지말것이

니라 33너희는거하는땅을더럽히지말라피는땅을

더럽히나니피흘림을받은땅은이를흘리게한자의

피가아니면속할수없느니라 34너희는너희거하는

땅곧나의거하는땅을더럽히지말라나여호와가이

스라엘자손중에거함이니라

36요셉자손의자손중므낫세의손자마길의아들

길르앗자손가족의두령들이나아와모세와이스라엘

자손의두령된족장들앞에말하여 2가로되 `여호와께

서우리주에게명하사이스라엘자손에게그기업의

땅을제비뽑아주게하셨고여호와께서또우리주에

게명하사우리형제슬로브핫의기업으로그딸들에

게주게하였은즉 3그들이만일이스라엘자손의다른

지파남자들에게시집가면그들의기업은우리조상의

기업에서감삭되고그들의속할그지파의기업에첨

가되리니그러면우리제비뽑은기업에서감삭될것이

요 4이스라엘자손의희년을당하여그기업이그가

속한지파에첨가될것이라그런즉그들의기업은우

리조상지파의기업에서아주감삭되리이다' 5모세가

여호와의말씀으로이스라엘에게명하여가로되 `요셉

자손지파의말이옳도다 6슬로브핫의딸들에게대한

여호와의명이이러하니라이르시되슬로브핫의딸들

은마음대로시집가려니와오직그조상지파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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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로만시집갈지니 7그리하면이스라엘자손의기

업이이지파에서저지파로옮기지않고이스라엘자

손이다각기조상지파의기업을지킬것이니라하셨

나니 8이스라엘자손의지파중무릇그기업을이은

딸들은자기조상지파가족되는사람에게로시집갈것

이라그리하면이스라엘자손이각기조상의기업을

보존하게되어서 9그기업으로이지파에서저지파로

옮기게하지아니하고이스라엘자손지파가각각자

기기업을지키리라' 10슬로브핫의딸들이여호와께서

모세에게명하신대로행하니라 11슬로브핫의딸말라

와디르사와호글라와밀가와노아가다그아비형제

의아들들에게로시집가되 12그들이요셉의아들므낫

세자손의가족에게로시집간고로그기업이그아비

가족의지파에여전히있었더라 13이는여리고맞은편

요단가모압평지에서여호와께서모세로이스라엘자

손에게명하신명령과규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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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이는모세가요단저편숩맞은편의아라바광야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사이에서이

스라엘무리에게선포한말씀이니라 2호렙산에서세

일산을지나가데스바네아에까지열하룻길이었더라

3제사십년십일월그달초일일에모세가이스라엘자

손에게여호와께서그들을위하여자기에게주신명령

을다고하였으니 4때는모세가헤스본에거하는아모

리왕시혼을쳐죽이고에드레이에서아스다롯에거

하는바산왕옥을쳐죽인후라 5모세가요단저편모

압땅에서이율법설명하기를시작하였더라일렀으되

6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호렙산에서우리에게말씀

하여이르시기를너희가이산에서거한지오래니 7방

향을돌려진행하여아모리족속의산지로가고그근

지곳곳으로가고아라바와산지와평지와남방과해

변과가나안족속의땅과레바논과큰강유브라데까

지가라하셨나니 8여호와께서너희의열조아브라함

과이삭과야곱에게맹세하사그들과그후손에게주

리라하신땅이너희앞에있으니들어가서얻을지니

라 9그때에내가너희에게말하여이르기를나는홀

로너희짐을질수없도다 10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

너희를번성케하셨으므로너희가오늘날하늘의별

같이많거니와 11너희열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

를현재보다천배나많게하시며너희에게허락하신

것과같이너희에게복주시기를원하노라! 12그런즉

나홀로어찌능히너희의괴로운것과너희의무거운

짐과너희의다툼을담당할수있으랴 13너희의각지

파에서지혜와지식이있는유명한자를택하라내가

그들을세워너희두령을삼으리라한즉 14너희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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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여이르기를당신의말씀대로하는것이좋다하

기에 15내가너희지파의두령으로지혜가있는유명

한자를취하여너희의어른을삼되곧각지파를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삼

고 16내가그때에너희재판장들에게명하여이르기

를너희가너희형제중에송사를들을때에양방간에

공정히판결할것이며그들중의타국인에게도그리

할것이라 17재판은하나님께속한것인즉너희는재

판에외모를보지말고귀천을일반으로듣고사람의

낯을두려워말것이며스스로결단하기어려운일이

거든내게로돌리라내가들으리라하였고 18내가너

희의행할모든일을그때에너희에게다명하였느니

라 19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에게명하신대로

우리가호렙산에서발행하여너희의본바크고두려운

광야를지나아모리족속산지길로가데스바네아에

이른때에 20내가너희에게이르기를우리하나님여

호와께서우리에게주신아모리족속의산지에너희가

이르렀나니 21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이땅을너희

앞에두셨은즉너희열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

게이르신대로올라가서얻으라두려워말라!주저하

지말라! 한즉 22너희가다내앞으로나아와말하기를

우리가사람을우리앞서보내어우리를위하여그땅

을정탐하고어느길로올라가야할것과어느성읍으

로들어가야할것을우리에게회보케하자하기에 23

내가그말을선히여겨너희중에서매지파에한사람

씩열둘을택하매 24그들이앞으로가서산지에올라

에스골골짜기에이르러그곳을정탐하고 25그땅의

과실을손에가지고우리에게로돌아와서우리에게회

보하여이르되우리의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에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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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땅이좋더라하였느니라 26그러나너희가올라

가기를즐겨아니하고너희하나님여호와의명을거

역하여 27장막중에서원망하여이르기를 `여호와께

서우리를미워하시는고로아모리족속의손에붙여

멸하시려고우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셨도다 28

우리가어디로갈꼬?' 우리의형제들이우리로낙심케

하여말하기를 `그백성은우리보다장대하며그성읍

은크고성곽은하늘에닿았으며우리가또거기서아

낙자손을보았노라하는도다' 하기로 29내가너희에

게말하기를 `그들을무서워말라!두려워하지말라!

30너희앞서행하시는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애굽에

서너희를위하여너희목전에서모든일을행하신것

같이이제도너희를위하여싸우실것이며 31광야에서

도너희가당하였거니와사람이자기아들을안음같

이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의행로중에너희를

안으사이곳까지이르게하셨느니라' 하나 32이일에

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를믿지아니하였도다 33그

는너희앞서행하시며장막칠곳을찾으시고밤에는

불로, 낮에는구름으로너희의행할길을지시하신자

니라 34여호와께서너희의말소리를들으시고노하사

맹세하여가라사대 35이악한세대사람들중에는내

가그들의열조에게주기로맹세한좋은땅을볼자가

하나도없으리라 36오직! 여분네의아들갈렙은온전

히여호와를순종하였은즉그는그것을볼것이요그가

밟은땅을내가그와그의자손에게주리라하시고 37

여호와께서너희의연고로내게도진노하사가라사대

너도그리로들어가지못하리라 38너의종자눈의아

들여호수아는그리로들어갈것이니너는그를담대

케하라그가이스라엘에게그땅을기업으로얻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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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39또너희가사로잡히리라하던너희의아이들

과당일에선악을분변치못하던너희자녀들그들은

그리로들어갈것이라내가그땅을그들에게주어산

업이되게하리라 40너희는회정하여홍해길로하여

광야로들어갈지니라하시매 41너희가대답하여내게

이르기를 `우리가여호와께범죄하였사오니우리하나

님께서우리에게명하신대로우리가올라가서싸우

리이다' 하고너희가각각병기를띠고경솔히산지로

올라가려할때에 42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너는

그들에게이르기를너희는올라가지말라싸우지도말

라내가너희중에있지아니하니너희가대적에게패

할까하노라하셨다하라하시기로 43내가너희에게

고하였으나너희가듣지아니하고여호와의명을거역

하고천자히산지로올라가매 44그산지에거하는아

모리족속이너희를마주나와서벌떼같이너희를쫓

아세일산에서쳐서호르마까지미친지라 45너희가돌

아와서여호와앞에서통곡하나여호와께서너희의소

리를듣지아니하시며너희에게귀를기울이지아니하

셨으므로 46너희가가데스에여러날동안거하였었나

니곧너희가그곳에거하던날수대로니라

2우리가회정하여여호와께서내게명하신대로홍해

길로광야에들어가서여러날동안세일산을두루행

하더니 2여호와께서내게고하여이르시되 3너희가

이산을두루행한지오래니돌이켜북으로나아가라 4

너는또백성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는세일에거

하는너희동족에서의자손의지경으로지날진대그

들이너희를두려워하리니너희는깊이스스로삼가고

5그들과다투지말라그들의땅은한발자국도너희에

게주지아니하리니이는내가세일산을에서에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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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주었음이로라 6너희는돈으로그들에게서양

식을사서먹으며돈으로그들에게서물을사서마시

라 7네하나님여호와가너의하는모든일에네게복

을주고네가이큰광야에두루행함을알고네하나님

여호와가이사십년동안을너와함께하였으므로네

게부족함이없었느니라하셨다하라하시기로 8우리

가세일산에거하는우리동족에서의자손을떠나서

아라바를지나며엘랏과에시온게벨곁으로지나행

하고돌이켜모압광야길로진행할때에 9여호와께서

내게이르시되모압을괴롭게말라그와싸우지도말

라그땅을내가네게기업으로주지아니하리니이는

내가롯자손에게아르를기업으로주었음이로라 10옛

적에엠사람이거기거하여강하고많고아낙족속과

같이키가크므로 11그들을아낙족속과같이르바임

이라칭하였으나모압사람은그들을에밈이라칭하였

으며 12호리사람도세일에거하였더니에서의자손이

그들을멸하고대신하여그땅에거하였으니이스라엘

이여호와의주신기업의땅에서행한것과일반이었

느니라 13이제너희는일어나서세렛시내를건너가라

하시기로우리가세렛시내를건넜으니이제너희는

일어나서세렛시내를건너가라하시기로우리가세렛

시내를건넜으니 14가데스바네아에서떠나세렛시내

를건너기까지삼십팔년동안이라이때에는그시대

의모든군인들이여호와께서그들에게맹세하신대로

진중에서다멸절되었나니 15여호와께서손으로그들

을치사진중에서멸하신고로필경은다멸절되었느

니라 16모든군인이사망하여백성중에서진멸된후

에 17여호와께서내게일러가라사대 18내가오늘모

압변경아르를지나리니 19암몬족속에게가까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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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거든그들을괴롭게말라그들과다투지도말라암

몬족속의땅은내가네게기업으로주지아니하리니

이는내가그것을롯자손에게기업으로주었음이로라

20 (이곳도르바임의땅이라하였었나니전에르바임이

거기거하였었음이요암몬족속은그들을삼숨밈이라

일컬었었으며 21그백성은강하고많고아낙족속과

같이키가크나여호와께서암몬족속앞에서그들을

멸하셨으므로암몬족속이대신하여그땅에거하였으

니 22마치세일에거한에서자손앞에호리사람을멸

하심과일반이라그들이호리사람을쫓아내고대신

하여오늘까지거기거하였으며 23또갑돌에서나온

갑돌사람이가사까지각촌에거하는아위사람을멸

하고그들을대신하여거기거하였었느니라) 24너희

는일어나진행하여아르논골짜기를건너라내가헤

스본왕아모리사람시혼과그땅을네손에붙였은즉

비로소더불어싸워서그땅을얻으라 25오늘부터내

가천하만민으로너를무서워하며너를두려워하게

하리니그들이네명성을듣고떨며너로인하여근심

하리라하셨느니라 26내가그데못광야에서헤스본왕

시혼에게사자를보내어평화의말로이르기를 27나를

네땅으로통과하게하라내가대로로만행하고좌로

나우로나치우치지아니하리라 28너는돈을받고양

식을팔아나로먹게하고돈을받고물을주어나로마

시게하라나는도보로지날뿐인즉 29세일에거하는

에서자손과아르에거하는모압사람이내게행한것

같이하라그리하면내가요단을건너서우리하나님

여호와께서우리에게주시는땅에이르리라하나 30헤

스본왕시혼이우리의통과하기를허락지아니하였으

니이는너의하나님여호와께서그를네손에붙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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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그성품을완강케하셨고그마음을강퍅케하셨

음이라오늘날과같으니라 31때에여호와께서내게이

르시되내가비로소시혼과그땅을네게붙이노니너

는이제부터그땅을얻어서기업으로삼으라하시더

니 32시혼이그모든백성을거느리고나와서우리를

대적하여야하스에서싸울때에 33우리하나님여호와

께서그를우리에게붙이시매우리가그와그아들들

과그모든백성을쳤고 34그때에우리가그모든성읍

을취하고그각성읍을그남녀와유아와함께하나도

남기지아니하고진멸하였고 35오직그육축과성읍에

서탈취한것은우리의소유로삼았으며 36우리하나

님여호와께서그모든땅을우리에게붙이심으로아

르논골짜기가에있는아로엘과골짜기가운데있는

성읍으로부터길르앗에까지우리가모든높은성읍을

취하지못한것이하나도없었으나 37오직암몬족속

의땅얍복강가와산지에있는성읍들과무릇우리하

나님여호와께서우리의가기를금하신곳은네가가

까이하지못하였느니라

3우리가돌이켜바산으로올라가매바산왕옥이그

모든백성을거느리고나와서우리를대적하여에드레

이에서싸우는지라 2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그를

두려워말라! 내가그와그모든백성과그땅을네손

에붙였으니네가헤스본에거하던아모리족속의왕

시혼에게행한것과같이그에게행할것이니라하시

고 3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바산왕옥과그모든백

성을우리손에붙이시매우리가그들을쳐서한사람

도남기지아니하였느니라 4그때에우리가그들에게

서빼앗지아니한성읍이하나도없이다빼앗았는데

그성읍이육십이니곧아르곱온지방이요바산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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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옥의나라이라 5그모든성읍에높은성벽이둘려

있고문과빗장이있어견고하며그외에성벽없는고

을이심히많았느니라 6우리가헤스본왕시혼에게행

한것과같이그성읍들을진멸하되각성읍의남녀와

유아를진멸하였으나 7오직모든육축과그성읍들에

서탈취한것은우리의소유로삼았으며 8그때에우

리가요단강이편땅을아르논골짜기에서부터헤르몬

산에까지아모리족속의두왕에게서취하였으니 9 (헤

르몬산을시돈사람은 [시룐]이라칭하고아모리족속

은 [스닐]이라칭하였느니라) 10우리의취한것은평원

의모든성읍과길르앗온땅과바산의온땅곧옥의

나라바산의성읍살르가와에드레이까지니라 11 (르

바임족속의남은자는바산왕옥뿐이었으며그의침

상은철침상이라지금오히려암몬족속의랍바에있

지아니하냐?그것을사람의보통규빗으로재면그장

이아홉규빗이요,광이네규빗이니라) 12그때에우

리가이땅을얻으매아르논골짜기곁에아로엘에서

부터길르앗산지절반과그성읍들을내가르우벤자

손과갓자손에게주었고 13길르앗의남은땅과옥의

나라이었던아르곱온지방곧온바산으로는내가므

낫세반지파에게주었노라 (바산을옛적에는 [르바임

]의땅이라칭하더니 14므낫세의아들야일이그술족

속과, 마아갓족속의경계까지의아르곱온지방을취

하고자기의이름으로이바산을 [하봇야일]이라칭하

여오늘까지이르느니라) 15내가마길에게길르앗을

주었고 16르우벤자손과,갓자손에게는길르앗에서부

터아르논골짜기까지주었으되그골짜기의중앙으로

지경을정하였으니곧암몬자손의지경얍복강까지며

17또는아라바와요단과그가요긴네렛에서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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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곧염해와비스가산록에이르기까지의동편지

경이니라 18그때에내가이땅을받은너희에게명하

여이르기를너희의하나님여호와께서이땅을너희

에게주어기업이되게하셨은즉너희군인들은무장

하고너희의형제이스라엘자손의선봉이되어건너

가되 19너희에게육축이많은줄내가아노니너희의

처자와육축은내가너희에게준성읍에머무르라 20

여호와께서너희에게주신것같이너희형제에게안

식을주시리니그들도요단저편에서너희하나님여

호와의주시는땅을얻어기업을삼기에이르거든너

희는각기내가준기업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고 21

그때에내가여호수아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하

나님여호와께서이두왕에게행하신모든일을네가

목도하였거니와네가가는모든나라에도여호와께서

이와같이행하시리니 22너희는그들을두려워하지말

라! 너희하나님여호와그가너희를위하여싸우시리

라! 하였노라 23그때에내가여호와께간구하기를 24

`주여호와여! 주께서주의크심과주의권능을주의종

에게나타내시기를시작하였사오니천지간에무슨신

이능히주의행하신일곧주의큰능력으로행하신일

같이행할수있으리이까? 25구하옵나니나로건너가

게하사요단저편에있는아름다운땅아름다운산과

레바논을보게하옵소서' 하되 26여호와께서너희의

연고로내게진노하사내말을듣지아니하시고내게

이르시기를그만해도족하니이일로다시내게말하

지말라 27너는비스가산꼭대기에올라가서눈을들

어동서남북을바라고네눈으로그땅을보라네가이

요단을건너지못할것임이니라 28너는여호수아에게

명하고그를담대케하며그를강경케하라그는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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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거느리고건너가서네가볼땅을그들로기업으

로얻게하리라하셨느니라 29그때에우리가벨브올

맞은편골짜기에거하였었느니라

4이스라엘아!이제내가너희에게가르치는규례와

법도를듣고준행하라!그리하면너희가살것이요너

희의열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주시는땅에

들어가서그것을얻게되리라 2내가너희에게명하는

말을너희는가감하지말고내가너희에게명하는너

희하나님여호와의명령을지키라! 3여호와께서바알

브올의일을인하여행하신바를너희가목도하였거니

와바알브올을좇은모든사람을너의하나님여호와

께서너의중에서진멸하셨으되 4오직! 너희의하나님

여호와께붙어떠나지않은너희는오늘까지다생존

하였느니라 5내가나의하나님여호와의명하신대로

규례와법도를너희에게가르쳤나니이는너희로들어

가서기업으로얻을땅에서그대로행하게하려함인

즉 6너희는지켜행하라! 그리함은열국앞에너희의

지혜요너희의지식이라그들이이모든규례를듣고

이르기를이큰나라사람은과연지혜와지식이있는

백성이로다하리라 7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가

그에게기도할때마다우리에게가까이하심과같이

그신의가까이함을얻은나라가어디있느냐? 8오늘

내가너희에게선포하는이율법과같이그규례와법

도가공의로운큰나라가어디있느냐? 9오직너는스

스로삼가며네마음을힘써지키라두렵건대네가그

목도한일을잊어버릴까하노라두렵건대네생존하는

날동안에그일들이네마음속에서떠날까하노라너

는그일들을네아들들과네손자들에게알게하라 10

네가호렙산에서네하나님여호와앞에섰던날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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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께서내게이르시기를나를위하여백성을모으라

내가그들에게내말을들려서그들로세상에사는날

동안나경외함을배우게하며그자녀에게가르치게

하려하노라하시매 11너희가가까이나아와서산아

래서니그산에불이붙어화염이충천하고유암과구

름과흑암이덮였는데 12여호와께서화염중에서너희

에게말씀하시되음성뿐이므로너희가그말소리만

듣고형상은보지못하였느니라 13여호와께서그언약

을너희에게반포하시고너희로지키라명하셨으니곧

십계명이며두돌판에친히쓰신것이라 14그때에여

호와께서내게명하사너희에게규례와법도를교훈하

게하셨나니이는너희로건너가서얻을땅에서행하

게하심이니라 15여호와께서호렙산화염중에서너희

에게말씀하시던날에너희가아무형상도보지못하

였은즉너희는깊이삼가라! 16두렵건대스스로부패

하여자기를위하여아무형상대로든지우상을새겨

만들되남자의형상이라든지,여자의형상이라든지,

17땅위에있는아무짐승의형상이라든지,하늘에나

는아무새의형상이라든지, 18땅위에기는아무곤충

의형상이라든지, 땅아래물속에있는아무어족(魚族

)의형상이라든지만들까하노라땅위에기는아무곤

충의형상이라든지, 땅아래물속에있는아무어족(魚

族)의형상이라든지만들까하노라 19또두렵건대네

가하늘을향하여눈을들어일월성신하늘위의군중

곧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천하만민을위하여분정

하신것을보고미혹하여그것에경배하며섬길까하

노라 20여호와께서너희를택하시고너희를쇠풀무곧

애굽에서인도하여내사자기기업의백성을삼으신

것이오늘과같아도 21여호와께서너희로인하여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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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하사나로요단을건너지못하며네하나님여호

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신그아름다운땅에들어가

지못하게하리라고맹세하셨은즉 22나는이땅에서

죽고요단을건너지못하려니와너희는건너가서그

아름다운땅을얻으리니 23너희는스스로삼가서너희

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와세우신언약을잊어버려서

네하나님여호와께서금하신아무형상의우상이든지

조각하지말라 24네하나님여호와는소멸하는불이시

요! 질투하는하나님이시니라! 25네가그땅에서아들

을낳고손자를얻으며오래살때에만일스스로부패

하여무슨형상의우상이든지조각하여네하나님여

호와앞에악을행함으로그의노를격발하면 26내가

오늘날천지를불러증거를삼노니너희가요단을건

너가서얻는땅에서속히망할것이라너희가거기서

너희날이길지못하고전멸될것이니라 27여호와께서

너희를열국중에흩으실것이요여호와께서너희를

쫓아보내실그열국중에너희의남은수가많지못할

것이며 28너희는거기서사람의손으로만든바보지도

못하며듣지도못하며먹지도못하며냄새도맡지못

하는목석의신들을섬기리라 29그러나네가거기서

네하나님여호와를구하게되리니만일마음을다하

고성품을다하여그를구하면만나리라! 30이모든일

이네게임하여환난을당하다가끝날에네가네하나

님여호와께로돌아와서그말씀을청종하리니 31네

하나님여호와는자비하신하나님이심이라! 그가너를

버리지아니하시며너를멸하지아니하시며네열조에

게맹세하신언약을잊지아니하시리라 32네가있기

전하나님이사람을세상에창조하신날부터지금까지

지나간날을상고하여보라! 하늘이끝에서저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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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큰일이있었느냐?이런일을들은적이있었느냐

? 33어떤국민이불가운데서말씀하시는하나님의음

성을너처럼듣고생존하였었느냐? 34어떤신이와서

시험과이적과기사와전쟁과강한손과편팔과크게

두려운일로한민족을다른민족에게서인도하여낸

일이있느냐?이는다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애굽에

서너희를위하여너희의목전에서행하신일이라 35

이것을네게나타내심은여호와는하나님이시요그외

에는다른신이없음을네게알게하려하심이니라 36

여호와께서너를교훈하시려고하늘에서부터그음성

을너로듣게하시며땅에서는그큰불을네게보이시

고너로불가운데서나오는그말씀을듣게하셨느니

라 37여호와께서네열조를사랑하신고로그후손너

를택하시고큰권능으로친히인도하여애굽에서나

오게하시며 38너보다강대한열국을네앞에서쫓아

내고너를그들의땅으로인도하여들여서그것을네

게기업으로주려하심이오늘과같으니라 39그런즉

너는오늘날상천하지에오직여호와는하나님이시요

! 다른신이없는줄을알아명심하고 40오늘내가네게

명하는여호와의규례와명령을지키라!너와네후손

이복을받아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

서한없이오래살리라 41때에모세가요단이편해돋

는편에서세성읍을구별하였으니 42이는과거에원

혐이없이부지중에오살한자로그곳으로도피케하

기위함이며그한성읍으로도피한자로그생명을보

존케하기위함이라 43하나는광야평원에있는베셀

이라르우벤지파를위한것이요하나는길르앗라못

이라갓지파를위한것이요하나는바산골란이라므

낫세지파를위한것이었더라 44모세가이스라엘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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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선포한율법이이러하니라 45이스라엘자손이애

굽에서나온후에증거하신것과규례와법도를모세

가선포하였으니 46요단동편벳브올맞은편골짜기에

서라이땅은헤스본에거하는아모리족속의왕시혼

에게속하였더니모세와이스라엘자손이애굽에서나

온후에그를쳐서멸하고 47그땅을기업으로얻었고

또바산왕옥의땅을얻었으니그두사람은아모리족

속의왕으로서요단이편해돋는편에거하였었으며

48그얻은땅은아르논골짜기가의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곧헤르몬산까지요 49요단이편곧그동편온

아라바니비스가산록아래아라바의바다까지니라

5모세가온이스라엘을불러그들에게이르되이스라

엘아! 오늘내가너희귀에말하는규례와법도를듣고

그것을배우며지켜행하라! 2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우리와언약을세우셨나니 3이언약은여

호와께서우리열조와세우신것이아니요오늘날여

기살아있는우리곧우리와세우신것이라 4여호와

께서산위불가운데서너희와대면하여말씀하시매 5

그때에너희가불을두려워하여산에오르지못하므

로내가여호와와너희중간에서서여호와의말씀을

너희에게전하였노라여호와께서가라사대 6나는너

를애굽땅에서종되었던집에서인도하여낸너희하

나님여호와로라! 7나외에는위하는신들을네게있

게말지니라! 8너는자기를위하여새긴우상을만들

지말고위로하늘에있는것이나, 아래로땅에있는것

이나, 땅밑물속에있는것의아무형상이든지만들지

말며 9그것들에게절하지말며그것들을섬기지말라!

나여호와너의하나님은질투하는하나님인즉나를

미워하는자의죄를갚되아비로부터아들에게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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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까지이르게하거니와 10나를사랑하고내계명을

지키는자에게는천대까지은혜를베푸느니라! 11너는

너의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망령되이일컫지말라!

나여호와는나의이름을망령되이일컫는자를죄없

는줄로인정치아니하리라 12여호와너의하나님이

네게명한대로안식일을지켜거룩하게하라! 13엿새

동안은힘써네모든일을행할것이나 14제칠일은너

의하나님여호와의안식인즉너나, 네아들이나, 네딸

이나, 네남종이나, 네여종이나, 네소나, 네나귀나, 네

모든육축이나, 네문안에유하는객이라도아무일도

하지말고네남종이나, 네여종으로너같이안식하게

할지니라! 15너는기억하라! 네가애굽땅에서종이되

었더니너의하나님여호와가강한손과편팔로너를

거기서인도하여내었나니그러므로너의하나님여호

와가너를명하여안식일을지키라하느니라 16너는

너의하나님여호와의명한대로네부모를공경하라!

그리하면너의하나님여호와가네게준땅에서네가

생명이길고복을누리리라! 17살인하지말지니라! 18

간음하지말지니라! 19도적질하지말지니라! 20네이

웃에대하여거짓증거하지도말지니라! 21네이웃의

아내를탐내지도말지니라! 네이웃의집이나, 그의밭

이나,그의남종이나,그의여종이나,그의소나,그의

나귀나, 무릇네이웃의소유를탐내지말지니라! 22여

호와께서이모든말씀을산위불가운데, 구름가운데

, 흑암가운데서, 큰음성으로너희총회에이르신후에

더말씀하지아니하시고그것을두돌판에써서내게

주셨느니라 23산이불에타며캄캄한가운데서나오는

그소리를너희가듣고너희지파의두령과장로들이

내게나아와 24말하되 `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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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위엄을우리에게보이시매불가운데서나오는

음성을우리가들었고하나님이사람과말씀하시되그

사람이생존하는것을오늘날우리가보았나이다 25이

제우리가죽을까닭이무엇이니이까?이큰불이우리

를삼킬것이요우리가우리하나님여호와의음성을

다시들으면죽을것이라 26무릇육신을가진자가우

리처럼사시는하나님의음성이불가운데서발함을

듣고생존한자가누구니이까? 27당신은가까이나아

가서우리하나님여호와의하시는말씀을다듣고우

리하나님여호와의당신에게이르시는것을다우리

에게전하소서우리가듣고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

라 28여호와께서너희가내게말할때에너희의말하

는소리를들으신지라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이

백성이네게말하는그말소리를내가들은즉그말이

다옳도다 29다만그들이항상이같은마음을품어나

를경외하며나의모든명령을지켜서그들과그자손

이영원히복받기를원하노라 30가서그들에게각기

장막으로돌아가라이르고 31너는여기내곁에섰으

라! 내가모든명령과규례와법도를네게이르리니너

는그것을그들에게가르쳐서내가그들에게기업으로

주는땅에서그들로이를행하게하라하셨나니 32그

런즉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명령하신대로

너희는삼가행하여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말고 33

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명하신모든도를

행하라!그리하면너희가삶을얻고복을얻어서너희

의얻은땅에서너희의날이장구하리라

6이는곧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가르치라

명하신바명령과규례와법도라너희가건너가서얻

을땅에서행할것이니 2곧너와네아들과네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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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며내가너희에게

명한그모든규례와명령을지키게하기위한것이며

또네날을장구케하기위한것이라 3이스라엘아듣

고삼가그것을행하라! 그리하면네가복을얻고네열

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허락하심같이젖과꿀

이흐르는땅에서너의수효가심히번성하리라 4이스

라엘아들으라!우리하나님여호와는오직하나인여

호와시니 5너는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고,힘을

다하여네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라! 6오늘날내가

네게명하는이말씀을너는마음에새기고 7네자녀

에게부지런히가르치며집에앉았을때에든지,길에

행할때에든지, 누웠을때에든지, 일어날때에든지, 이

말씀을강론할것이며 8너는또그것을네손목에매

어기호를삼으며네미간에붙여표를삼고 9또네집

문설주와바깥문에기록할지니라 10네하나님여호와

께서네열조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을향하여네게

주리라맹세하신땅으로너로들어가게하시고네가

건축하지아니한크고아름다운성읍을얻게하시며 11

네가채우지아니한아름다운물건이가득한집을얻

게하시며네가파지아니한우물을얻게하시며네가

심지아니한포도원과감람나무를얻게하사너로배

불리먹게하실때에 12너는조심하여너를애굽땅종

되었던집에서인도하여내신여호와를잊지말고 13

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며섬기며그이름으로맹

세할것이니라 14너희는다른신들곧네사면에있는

백성의신들을좇지말라 15너희중에계신너희하나

님여호와는질투하시는하나님이신즉너희하나님여

호와께서네게진노하사너를지면에서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16너희가맛사에서시험한것같이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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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나님여호와를시험하지말고 17너희의하나님

여호와께서너희에게명하신명령과증거하신것과규

례를삼가지키며 18여호와의보시기에정직하고선량

한일을행하라그리하면네가복을얻고여호와께서

네열조에게맹세하사네대적을몰수히네앞에서쫓

아내리라하신아름다운땅을들어가서얻으리니여호

와의말씀과같으리라 19 (18절과같음) 20후일에네

아들이네게묻기를우리하나님여호와의명하신증

거와말씀과규례와법도가무슨뜻이뇨? 하거든 21너

는네아들에게이르기를우리가옛적에애굽에서바

로의종이되었더니여호와께서권능의손으로우리를

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나니 22곧여호와께서우리의

목전에서크고두려운이적과기사를애굽과바로와

그온집에베푸시고 23우리열조에게맹세하신땅으

로우리에게주어들어가게하시려고우리를거기서

인도하여내시고 24여호와께서우리에게이모든규례

를지키라명하셨으니이는우리로우리하나님여호

와를경외하여항상복을누리게하기위하심이며또

여호와께서우리로오늘날과같이생활하게하려하심

이라 25우리가그명하신대로이모든명령을우리하

나님여호와앞에서삼가지키면그것이곧우리의의

로움이니라! 할지니라

7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인도하사네가가서얻

을땅으로들이시고네앞에서여러민족헷족속과, 기

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곧너보다많고힘이

있는일곱족속을쫓아내실때에 2네하나님여호와께

서그들을네게붙여너로치게하시리니그때에너는

그들을진멸할것이라그들과무슨언약도말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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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불쌍히여기지도말것이며 3또그들과혼인하

지말지니네딸을그아들에게주지말것이요그딸로

네며느리를삼지말것은 4그가네아들을유혹하여

그로여호와를떠나고다른신들을섬기게하므로여

호와께서너희에게진노하사갑자기너희를멸하실것

임이니라 5오직너희가그들에게행할것은이러하니

그들의단을헐며주상을깨뜨리며아세라목상을찍

으며조각한우상들을불사를것이니라 6너는여호와

네하나님의성민이라네하나님여호와께서지상만

민중에서너를자기기업의백성으로택하셨나니 7여

호와께서너희를기뻐하시고너희를택하심은너희가

다른민족보다수효가많은연고가아니라너희는모

든민족중에가장적으니라 8여호와께서다만너희를

사랑하심을인하여또는너희열조에게하신맹세를

지키려하심을인하여자기의권능의손으로너희를

인도하여내시되너희를그종되었던집에서애굽왕

바로의손에서속량하셨나니 9그런즉너는알라! 오직

네하나님여호와는하나님이시요신실하신하나님이

시라그를사랑하고그계명을지키는자에게는천대

까지그언약을이행하시며인애를베푸시되 10그를

미워하는자에게는당장에보응하여멸하시나니여호

와는자기를미워하는자에게지체하지아니하시고당

장에그에게보응하시느니라 11그런즉너는오늘날내

가네게명하는명령과규례와법도를지켜행할지니

라! 12너희가이모든법도를듣고지켜행하면네하나

님여호와께서네열조에게맹세하신언약을지켜네

게인애를베푸실것이라 13곧너를사랑하시고복을

주사너로번성케하시되네게주리라고네열조에게

맹세하신땅에서네소생에게은혜를베푸시며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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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산과곡식과포도주와기름을풍성케하시고네

소와양을번식케하시리니 14네가복을받음이만민

보다우승하여너희중의남녀와너희짐승의암수에

생육하지못함이없을것이며 15여호와께서또모든

질병을네게서멀리하사너희가아는바그애굽의악

질이네게임하지않게하시고너를미워하는모든자

에게임하게하실것이라 16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

게붙이신모든민족을네눈이긍휼히보지말고진멸

하고그신을섬기지말라그것이네게올무가되리라

17네가혹시심중에이르기를이민족들이나보다많

으니내가어찌그를쫓아낼수있으리요하리라마는

18그들을두려워말고네하나님여호와께서바로와

온애굽에행하신것을잘기억하되 19네하나님여호

와께서너를인도하여내실때에네가목도한큰시험

과이적과기사와강한손과편팔을기억하라! 그와같

이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가두려워하는모든민족

에게행하실것이요 20네하나님여호와께서또왕벌

을그들중에보내어그들의남은자와너를피하여숨

은자를멸하시리니 21너는그들을두려워말라! 너희

하나님여호와곧크고두려운하나님이너희중에계

심이니라 22네하나님여호와께서이민족들을네앞

에서점점쫓아내시리니너는그들을급히멸하지말

라두렵건대들짐승이번성하여너를해할까하노라

23네하나님여호와께서그들을네게붙이시고그들을

크게요란케하여필경은진멸하시고 24너는그들의조

각한신상들을불사르고그것에입힌은이나금을탐

내지말며취하지말라두렵건대네가그것으로인하

여올무에들까하노니이는네하나님여호와의가증

히여기시는것임이니라그들의왕들을네손에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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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니너는그이름을천하에서제하여버리라너를

당할자가없이네가필경은그들을진멸하리라너는

그들의조각한신상들을불사르고그것에입힌은이나

금을탐내지말며취하지말라두렵건대네가그것으

로인하여올무에들까하노니이는네하나님여호와

의가증히여기시는것임이니라 25그들의왕들을네

손에붙이시리니너는그이름을천하에서제하여버

리라너를당할자가없이네가필경은그들을진멸하

리라 26너는가증한것을네집에들이지말라너도그

와같이진멸당할것이될까하노라너는그것을극히

꺼리며심히미워하라! 그것은진멸당할것임이니라

8내가오늘날명하는모든명령을너희는지켜행하

라! 그리하면너희가살고번성하고여호와께서너희

의열조에게맹세하신땅에들어가서그것을얻으리라

2네하나님여호와께서이사십년동안에너로광야의

길을걷게하신것을기억하라! 이는너를낮추시며너

를시험하사네마음이어떠한지그명령을지키는지

아니지키는지알려하심이라 3너를낮추시며너로주

리게하시며또너도알지못하며네열조도알지못하

던만나를네게먹이신것은사람이떡으로만사는것

이아니요여호와의입에서나오는모든말씀으로사

는줄을너로알게하려하심이니라 4이사십년동안

에네의복이해어지지아니하였고네발이부릍지아

니하였느니라 5너는사람이그아들을징계함같이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징계하시는줄마음에생각하

고 6네하나님여호와의명령을지켜그도를행하며

그를경외할지니라! 7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아름

다운땅에이르게하시나니그곳은골짜기에든지산지

에든지시내와분천과샘이흐르고 8밀과,보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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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요,포도와,무화과와,석류와,감람들의나무와,

꿀의소산지라 9너의먹는식물의결핍함이없고네게

아무부족함이없는땅이며그땅의돌은철이요산에

서는동을캘것이라 10네가먹어서배불리고네하나

님여호와께서옥토로네게주셨음을인하여그를찬

송하리라 11내가오늘날네게명하는여호와의명령과

법도와규례를지키지아니하고네하나님여호와를

잊어버리게되지않도록삼갈지어다! 12네가먹어서

배불리고아름다운집을짓고거하게되며 13또네우

양이번성하며네은, 금이증식되며네소유가다풍부

하게될때에 14두렵건대네마음이교만하여네하나

님여호와를잊어버릴까하노라여호와는너를애굽

땅종되었던집에서이끌어내시고 15너를인도하여

그광대하고위험한광야곧불뱀과전갈이있고물이

없는간조한땅을지나게하셨으며또너를위하여물

을굳은반석에서내셨으며 16네열조도알지못하던

만나를광야에서네게먹이셨나니이는다너를낮추

시며너를시험하사마침내네게복을주려하심이었

느니라 17또두렵건대네가마음에이르기를내능과

내손의힘으로내가이재물을얻었다할까하노라 18

네하나님여호와를기억하라! 그가네게재물얻을능

을주셨음이라이같이하심은네열조에게맹세하신

언약을오늘과같이이루려하심이니라 19네가만일

네하나님여호와를잊어버리고다른신들을좇아그

들을섬기며그들에게절하면내가너희에게증거하노

니너희가정녕히멸망할것이라 20여호와께서너희의

앞에서멸망시키신민족들같이너희도멸망하리니이

는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의소리를청종치아니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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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스라엘아들으라! 네가오늘요단을건너너보다

강대한나라들로들어가서그것을얻으리니그성읍들

은크고성벽은하늘에닿았으며 2그백성은네가아

는바장대한아낙자손이라그에게대한말을네가들

었나니이르기를누가아낙자손을능히당하리요하

거니와 3오늘날너는알라! 네하나님여호와께서맹

렬한불과같이네앞에나아가신즉여호와께서그들

을파하사네앞에엎드러지게하시리니여호와께서

네게말씀하신것같이너는그들을쫓아내며속히그

들을멸할것이라 4네하나님여호와께서그들을네

앞에서쫓아내신후에네가심중에이르기를나의의

로움을인하여여호와께서나를이땅으로인도하여

들여서그것을얻게하셨다하지말라실상은이민족

들이악함을인하여여호와께서그들을네앞에서쫓

아내심이니라 5네가가서그땅을얻음은너의의로움

을인함도아니며네마음이정직함을인함도아니요

이민족들의악함을인하여네하나님여호와께서그

들을네앞에서쫓아내심이라여호와께서이같이하심

은네열조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하신맹세를

이루려하심이니라 6그러므로네가알것은네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이아름다운땅을기업으로주신것

이네의로움을인함이아니니라너는목이곧은백성

이니라 7너는광야에서네하나님여호와를격노케하

던일을잊지말고기억하라네가애굽땅에서나오던

날부터이곳에이르기까지늘여호와를거역하였으되

8호렙산에서너희가여호와를격노케하였으므로여

호와께서진노하사너희를멸하려하셨느니라 9그때

에내가돌판들곧여호와께서너희와세우신언약의

돌판들을받으려고산에올라가서사십주야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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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며떡도먹지아니하고물도마시지아니하였더니

10여호와께서두돌판을네게주셨나니그판의글은

하나님이친수로기록하신것이요너희총회날에여

호와께서산상불가운데서너희에게이르신모든말

씀이니라 11사십주야가지난후에여호와께서내게

돌판곧언약의두돌판을주시고 12내게이르시되일

어나여기서속히내려가라네가애굽에서인도하여

낸내백성이스스로부패하여내가그들에게명한도

를속히떠나자기를위하여우상을부어만들었느니

라 13여호와께서또내게일러가라사대내가이백성

을보았노라보라! 이는목이곧은백성이니라 14나를

막지말라내가그들을멸하여그이름을천하에서도

말하고너로그들보다강대한나라가되게하리라하

시기로 15내가돌이켜산에서내려오는데산에는불

이붙었고언약의두돌판은내손에있었느니라 16내

가본즉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께범죄하여자기

를위하여송아지를부어만들어서급속히여호와의

명하신도를떠났기로 17내가그두돌판을내두손에

서들어던져너희의목전에서깨뜨렸었노라 18그리고

내가전과같이사십주야를여호와앞에엎드려서떡

도먹지아니하고물도마시지아니하였으니이는너

희가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여그를격노케하여

크게죄를얻었음이라 19여호와께서심히분노하사너

희를멸하려하셨으므로내가두려워하였었노라그러

나여호와께서그때에도내말을들으셨고 20여호와

께서또아론에게진노하사그를멸하려하셨으므로

내가그때에도아론을위하여기도하고 21너희의죄

곧너희의만든송아지를취하여불살라찧고티끌같

이가늘게갈아그가루를산에서흘러내리는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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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렸었느니라 22너희가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핫

다아와에서도여호와를격노케하였느니라 23여호와

께서너희를가데스바네아에서떠나게하실때에이

르시기를너희는올라가서내가너희에게준땅을얻

으라하시되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의명령을거

역하여믿지아니하고그말씀을듣지아니하였나니

24내가너희를알던날부터옴으로너희가항상여호

와를거역하였느니라 25그때에여호와께서너희를멸

하겠다하셨으므로내가여전히사십주야를여호와

앞에엎드리고 26여호와께간구하여가로되 `주여호

와여! 주께서큰위엄으로속하시고강한손으로애굽

에서인도하여내신주의백성곧주의기업을멸하지

마옵소서 27주의종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을생각하

사이백성의강퍅과악과죄를보지마옵소서 28주께

서우리를인도하여내신그땅백성이말하기를여호

와께서그들에게허락하신땅으로그들을인도하여들

일능력도없고그들을미워도하사광야에서죽이려

고인도하여내셨다할까두려워하나이다 29그들은주

의큰능력과펴신팔로인도하여내신주의백성곧주

의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10그때에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기를너는처음과

같은두돌판을다듬어가지고산에올라내게로나아

오고또나무궤하나를만들라 2네가깨뜨린처음판

에쓴말을내가그판에쓰리니너는그것을그궤에

넣으라하시기로 3내가싯딤나무로궤를만들고처음

것과같은돌판둘을다듬어손에들고산에오르매 4

여호와께서그총회날에산위불가운데서너희에게

이르신십계명을처음과같이그판에쓰시고그것을

내게주시기로 5내가돌이켜산에서내려와서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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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내게명하신대로그판을내가만든궤에넣었더

니지금까지있느니라 6이스라엘자손이브에롯브네

야아간에서발행하여모세라에이르러서는아론이거

기서죽고거기장사되었고그아들엘르아살이그를

이어제사장의직임을행하였으며 7또거기서발행하

여굿고다에이르고굿고다에서발행하여욧바다에이

른즉그땅에는시내가많았었으며 8그때에여호와께

서레위지파를구별하여여호와의언약궤를메이며

여호와앞에서서그를섬기며또여호와의이름으로

축복하게하셨고그일은오늘날까지이르느니라 9그

러므로레위는그형제중에분깃이없으며기업이없

고네하나님여호와께서그에게말씀하심같이여호

와가그의기업이시니라 10내가처음과같이사십주

야를산에서유하였고그때에도여호와께서내말을

들으사너를참아멸하지아니하시고 11여호와께서내

게이르시되일어나서백성앞서진행하라내가그들

에게주리라고그열조에게맹세한땅에그들이들어

가서그것을얻으리라하셨느니라 12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요구하시는것이무엇이냐?

곧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여그모든도를행하고

그를사랑하며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네하나

님여호와를섬기고 13내가오늘날네행복을위하여

네게명하는여호와의명령과규례를지킬것이아니

냐? 14하늘과모든하늘의하늘과땅과그위의만물은

본래네하나님여호와께속한것이로되 15여호와께서

오직네열조를기뻐하시고그들을사랑하사그후손

너희를만민중에서택하셨음이오늘날과같으니라 16

그러므로너희는마음에할례를행하고다시는목을

곧게하지말라 17너희의하나님여호와는신의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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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 주의주시요, 크고능하시며두려우신하나님이

시라사람을외모로보지아니하시며뇌물을받지아

니하시고 18고아와과부를위하여신원하시며나그네

를사랑하사그에게식물과의복을주시나니 19너희는

나그네를사랑하라! 전에너희도애굽땅에서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20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여그를

섬기며그에게친근히하고그이름으로맹세하라 21

그는네찬송이시요! 네하나님이시라! 네가목도한바

이같이크고두려운일을너를위하여행하셨느니라

22애굽에내려간네열조가겨우칠십인이었으나이제

는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하늘의별같이많게하

셨느니라

11그런즉네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여그직임과법

도와규례와명령을항상지키라! 2너희의자녀는알

지도못하고보지도못하였으나너희가오늘날기억할

것은너희하나님여호와의징계와그위엄과그강한

손과펴신팔과 3애굽에서그왕바로와그전국에행

하신이적과기사와 4또여호와께서애굽군대와그

말과그병거에행하신일곧그들이너희를따를때에

홍해물로그들을덮어멸하사오늘까지이른것과 5

또너희가이곳에이르기까지광야에서너희에게행하

신일과 6르우벤자손엘리압의아들다답과아비람에

게하신일곧온이스라엘의한가운데서땅으로입을

열어서그들과그가족과그장막과그를따르는모든

샘물을삼키게하신일이라 7너희가여호와의행하신

이모든큰일을목도하였느니라 8그러므로너희는내

가오늘날너희에게명하는모든명령을지키라!그리

하면너희가강성할것이요너희가건너가서얻을땅

에들어가서그것을얻을것이며 9또여호와께서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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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조에게맹세하사그와그후손에게주리라고하

신땅곧젖과꿀이흐르는땅에서너희의날이장구하

리라 10네가들어가얻으려하는땅은네가나온애굽

땅과같지아니하니거기서는너희가파종한후에발

로물대기를채소밭에댐과같이하였거니와 11너희

가건너가서얻을땅은산과골짜기가있어서하늘에

서내리는비를흡수하는땅이요 12네하나님여호와

께서권고하시는땅이라세초부터세말까지네하나님

여호와의눈이항상그위에있느니라 13내가오늘날

너희에게명하는나의명령을너희가만일청종하고

너희의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여마음을다하고성품

을다하여섬기면 14여호와께서너희땅에이른비, 늦

은비를적당한때에내리시리니너희가곡식과포도주

와기름을얻을것이요 15또육축을위하여들에풀이

나게하시리니네가먹고배부를것이라 16너희는스

스로삼가라두렵건대마음에미혹하여돌이켜다른

신들을섬기며그것에절하므로 17여호와께서너희에

게진노하사하늘을닫아비를내리지아니하여땅으

로소산을내지않게하시므로너희가여호와의주신

아름다운땅에서속히멸망할까하노라 18이러므로너

희는나의이말을너희마음과뜻에두고또그것으로

너희손목에매어기호를삼고너희미간에붙여표를

삼으며 19또그것을너희의자녀에게가르치며집에

앉았을때에든지, 길에행할때에든지, 누웠을때에든

지,일어날때에든지이말씀을강론하고 20또네집문

설주와바깥문에기록하라 21그리하면여호와께서너

희열조에게주리라고맹세하신땅에서너희의날과

너희자녀의날이많아서하늘이땅을덮는날의장구

함같으리라 22너희가만일내가너희에게명하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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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명령을잘지켜행하여너희하나님여호와를사

랑하고그모든도를행하여그에게부종하면 23여호

와께서그모든나라백성을너희앞에서다쫓아내실

것이라너희가너희보다강대한나라들을얻을것인즉

24너희의발바닥으로밟는곳은다너희소유가되리

니너희의경계는곧광야에서부터레바논까지와유브

라데하수라하는하수에서서해까지라 25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너희에게말씀하신대로너희밟는모든땅

사람들로너희를두려워하고무서워하게하시리니너

희를능히당할사람이없으리라 26내가오늘날복과

저주를너희앞에두나니 27너희가만일내가오늘날

너희에게명하는너희하나님여호와의명령을들으면

복이될것이요 28너희가만일내가오늘날너희에게

명하는도에서돌이켜떠나너희하나님여호와의명

령을듣지아니하고본래알지못하던다른신들을좇

으면저주를받으리라! 29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가

가서얻을땅으로너를인도하여들이실때에너는그

리심산에서축복을선포하고에발산에서저주를선포

하라 30이두산은요단강저편곧해지는편으로가는

길뒤길갈맞은편모레상수리나무곁의아라바에거

하는가나안족속의땅에있지아니하냐? 31너희가요

단을건너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주시는

땅에들어가서얻으려하나니반드시그것을얻어거

기거할지라 32내가오늘날너희앞에베푸는모든규

례와법도를너희는지켜행할지니라!

12네열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셔서얻게하

신땅에서너희가평생에지켜행할규례와법도는이

러하니라 2너희가쫓아낼민족들이그신들을섬기는

곳은높은산이든지작은산이든지푸른나무아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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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론하고그모든곳을너희가마땅히파멸하며 3

그단을헐며주상을깨뜨리며아세라상을불사르고

또그조각한신상들을찍어서그이름을그곳에서멸

하라 4너희하나님여호와에게는너희가그처럼행하

지말고 5오직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자기이름을

두시려고너희모든지파중에서택하신곳인그거하

실곳으로찾아나아가서 6너희번제와너희희생과

너희의십일조와너희손의거제와너희서원제와낙

헌예물과너희우양의처음낳은것들을너희는그리

로가져다가드리고 7거기곧너희하나님여호와앞

에서먹고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손으로수고

한일에복주심을인하여너희와너희가족이즐거워

할지니라 8우리가오늘날여기서는각기소견대로하

였거니와너희가거기서는하지말지니라 9너희가너

희하나님여호와의주시는안식과기업에아직은이

르지못하였거니와 10너희가요단을건너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너희에게기업으로주시는땅에거하게될

때또는여호와께서너희로너희사방의모든대적을

이기게하시고너희에게안식을주사너희로평안히

거하게하실때에 11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

자기이름을두시려고한곳을택하실그곳으로나의

명하는것을모두가지고갈지니곧너희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십일조와, 너희손의거제와, 너희가여호

와께서원하는모든아름다운서원물을가져가고 12너

희와너희자녀와노비와함께너희하나님여호와앞

에서즐거워할것이요네성중에거하는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레위인은너희중에분깃이나기업이없

음이니라 13너는삼가서네게보이는아무곳에서든지

번제를드리지말고 14오직너희의한지파중에여호



신명기 372

와의택하실그곳에서너는번제를드리고또내가네

게명하는모든것을거기서행할지니라 15그러나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신복을따라각성에서네

마음에즐기는대로생축을잡아그고기를먹을수있

나니곧정한자나부정한자를무론하고노루나사슴

을먹음과같이먹으려니와 16오직그피는먹지말고

물같이땅에쏟을것이며 17너는곡식과포도주와기

름의십일조와네우양의처음낳은것과너의서원을

갚는예물과너의낙헌예물과네손의거제물은너의

각성에서먹지말고 18오직네하나님여호와께서택

하실곳에서네하나님여호와앞에서너는네자녀와

노비와성중에거하는레위인과함께그것을먹고또

네손으로수고한모든일을인하여네하나님여호와

앞에서즐거워하되 19너는삼가서네땅에거하는동

안에레위인을저버리지말지니라! 20네하나님여호

와께서네게허락하신대로네지경을넓히신후에네

마음에고기를먹고자하여이르기를내가고기를먹

으리라하면네가무릇마음에좋아하는대로고기를

먹을수있으리니 21만일네하나님여호와께서자기

이름을두시려고택하신곳이네게서멀거든내가네

게명한대로너는여호와의주신우양을잡아너의각

성에서네가무릇마음에좋아하는것을먹되 22정한

자나부정한자를무론하고노루나사슴을먹음같이

먹을수있거니와 23오직크게삼가서그피는먹지말

라! 피는그생명인즉네가그생명을고기와아울러먹

지못하리니 24너는그것을먹지말고물같이땅에쏟

으라! 25너는피를먹지말라! 네가이같이여호와께서

의롭게여기시는일을행하면너와네후손이복을누

리리라! 26오직네성물과서원물을여호와께서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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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곳으로가지고가라 27네가번제를드릴때에는그

고기와피를네하나님여호와의단에드릴것이요다

른제희생을드릴때에는그피를네하나님여호와의

단위에붓고그고기는먹을지니라 28내가네게명하

는이모든말을너는듣고지키라! 네하나님여호와의

목전에선과의를행하면너와네후손에게영원히복

이있으리라! 29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가들어가서

쫓아낼그민족들을네앞에서멸절하시고너로그땅

을얻어거기거하게하실때에 30너는스스로삼가서

네앞에서멸망한그들의자취를밟아올무에들지말

라또그들의신을탐구하여이르기를이민족들은그

신들을어떻게위하였는고나도그와같이하겠다하

지말라 31네하나님여호와께는네가그와같이행하

지못할것이라그들은여호와의꺼리시며가증히여

기시는일을그신들에게행하여심지어그자녀를불

살라그신들에게드렸느니라 32내가너희에게명하는

이모든말을너희는지켜행하고그것에가감하지말

지니라!

13너희중에선지자나꿈꾸는자가일어나서이적과

기사를네게보이고 2네게말하기를네가본래알지

못하던다른신들을우리가좇아섬기자하며이적과

기사가그말대로이룰지라도 3너는그선지자나꿈꾸

는자의말을청종하지말라이는너희하나님여호와

께서너희가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너희하나

님여호와를사랑하는여부를알려하사너희를시험

하심이니라 4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를순종하며

그를경외하며그명령을지키며그목소리를청종하

며그를섬기며그에게부종하고 5그선지자나꿈꾸

는자는죽이라! 이는그가너희로너희를애굽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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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여내시며종되었던집에서속량하여취하신

너희하나님여호와를배반케하려하며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행하라명하신도에서너를꾀어내

려고말하였음이라너는이같이하여너희중에서악

을제할지니라 6네동복형제나네자녀나네품의아

내나너와생명을함께하는친구가가만히너를꾀어

이르기를너와네열조가알지못하던다른신들 7곧

네사방에둘러있는민족혹네게서가깝든지네게서

멀든지땅이끝에서저끝까지있는민족의신들을우

리가가서섬기자할지라도 8너는그를좇지말며듣

지말며긍휼히보지말며애석히여기지말며덮어숨

기지말고 9너는용서없이그를죽이되죽일때에네

가먼저그에게손을대고후에뭇백성이손을대라 10

그는애굽땅종되었던집에서너를인도하여내신네

하나님여호와에게서너를꾀어떠나게하려한자니

너는돌로쳐죽이라! 11그리하면온이스라엘이듣고

두려워하여이같은악을다시는너희중에서행하지

못하리라 12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어거하게

하시는한성읍에대하여네게소문이들리기를 13너

희중어떤잡류가일어나서그성읍거민을유혹하여

이르기를너희가알지못하던다른신들을우리가가

서섬기자한다하거든 14너는자세히묻고살펴보아

서이런가증한일이참사실로너희중에있으면 15너

는마땅히그성읍거민을칼날로죽이고그성읍과그

중에거하는모든것과그생축을칼날로진멸하고 16

또그속에서빼앗아얻은물건을다거리에모아놓고

그성읍과그탈취물전부를불살라네하나님여호와

께드릴지니그성읍은영영히무더기가되어다시는

건축됨이없을것이니라 17너는이진멸할물건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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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네손에대지말라그리하면여호와께서그진노

를그치시고너를긍휼히여기시고자비를더하사너

의열조에게맹세하심같이네수효를번성케하실것

이라 18네가만일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듣고오

늘날내가네게명하는그모든명령을지켜네하나님

여호와의목전에정직을행하면이같이되리라

14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의자녀니죽은자를위

하여자기몸을베지말며눈썹사이이마위의털을밀

지말라 2너는너의하나님여호와의성민이라여호와

께서지상만민중에서너를택하여자기의기업의백

성을삼으셨느니라 3너는가증한물건은무엇이든지

먹지말라! 4너희의먹을만한짐승은이러하니곧소

와, 양과, 염소와, 5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럼한사슴과

, 산염소와, 볼기흰노루와, 뿔긴사슴과, 산양들, 6무

릇짐승중에굽이갈라져쪽발도되고새김질도하는

것은너희가먹을것이니라 7다만새김질을하거나굽

이갈라진짐승중에도너희가먹지못할것은이것이

니곧약대와, 토끼와, 사반그것들은새김질을하나굽

이갈라지지아니하였으니너희에게부정하고 8돼지

는굽은갈라졌으나새김질을못하므로너희에게부정

하니너희는이런것의고기를먹지말것이며그사체

도만지지말것이니라 9물에있는어족중에이런것

은너희가먹을것이니무릇지느러미와비늘있는것

은너희가먹을것이요 10무릇지느러미와비늘이없

는것은너희가먹지말지니이는너희에게부정하니

라 11무릇정한새는너희가먹으려니와 12이런것은

너희가먹지못할지니곧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13

매와, 새매와, 매의종류와, 14까마귀종류와, 15타조

와,다호마스와,갈매기와,새매종류와, 16올빼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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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와, 따오기와, 17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18학

과, 황새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19또무릇날기도하

고기어다니기도하는것은너희에게부정하니너희

는먹지말것이나 20무릇정한새는너희가먹을지니

라 21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의성민이라무릇스

스로죽은것은먹지말것이니그것을성중에우거하

는객에게주어먹게하거나이방인에게팔아도가하

니라너는염소새끼를그어미의젖에삶지말지니라

22너는마땅히매년에토지소산의십일조를드릴것

이며 23네하나님여호와앞곧여호와께서그이름을

두시려고택하신곳에서네곡식과포도주와기름의

십일조를먹으며또네우양의처음난것을먹고네하

나님여호와경외하기를항상배울것이니라 24그러나

네하나님여호와께서그이름을두시려고택하신곳

이네게서너무멀고행로가어려워서그풍부히주신

것을가지고갈수없거든 25그것을돈으로바꾸어그

돈을싸서가지고네하나님여호와의택하신곳으로

가서 26무릇네마음에좋아하는것을그돈으로사되

우양이나포도주나독주등무릇네마음에원하는것

을구하고거기네하나님여호와의앞에서너와네권

속이함께먹고즐거워할것이며 27네성읍에거하는

레위인은너희중에분깃이나기업이없는자니또한

저버리지말지니라! 28매삼년끝에그해소산의십분

일을다내어네성읍에저축하여 29너희중에분깃이

나기업이없는레위인과네성중에우거하는객과및

고아와과부들로와서먹어배부르게하라그리하면

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의손으로하는범사에네게

축복을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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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칠년끝에면제하라 2면제의규례는이러하니

라무릇그이웃에게꾸어준채주는그것을면제하고

그이웃에게나그형제에게독촉하지말지니이해는

여호와의면제년이라칭함이니라 3이방인에게는네

가독촉하려니와네형제에게꾸인것은네손에서면

제하라 4네가만일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만듣고

내가오늘날네게명하는그명령을다지켜행하면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유업으로주신땅에서네가

정녕복을받으리니너희중에가난한자가없으리라 5

(4절과같음) 6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허락하신

대로네게복을주시리니네가여러나라에꾸어줄지

라도너는꾸지아니하겠고네가여러나라를치리할

지라도너는치리함을받지아니하리라 7네하나님여

호와께서네게주신땅어느성읍에서든지가난한형

제가너와함께거하거든그가난한형제에게네마음

을강퍅히하지말며네손을움켜쥐지말고 8반드시

네손을그에게펴서그요구하는대로쓸것을넉넉히

꾸어주라 9삼가너는마음에악념을품지말라곧이

르기를제칠년면제년이가까왔다하고네궁핍한형

제에게악한눈을들고아무것도주지아니하면그가

너를여호와께호소하리니네가죄를얻을것이라 10

너는반드시그에게구제할것이요구제할때에는아

끼는마음을품지말것이니라이로인하여네하나님

여호와께서네범사와네손으로하는바에네게복을

주시리라! 11땅에는언제든지가난한자가그치지아

니하겠는고로내가네게명하여이르노니너는반드시

네경내네형제의곤란한자와궁핍한자에게네손을

펼지니라! 12네동족히브리남자나히브리여자가네

게팔렸다하자만일육년을너를섬겼거든제칠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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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그를놓아자유하게할것이요 13그를놓아자유

하게할때에는공수로가게하지말고 14네양무리중

에서와타작마당에서와포도주틀에서그에게후히

줄지니곧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복을주신대로

그에게줄지니라 15너는애굽땅종되었던것과네하

나님여호와께서너를속하셨음을기억하라! 그를인

하여내가오늘날이같이네게명하노라 16종이만일

너와네집을사랑하므로너와동거하기를좋게여겨

네게향하여내가주인을떠나지아니하겠노라하거든

17송곳을취하여그의귀를문에대고뚫으라그리하

면그가영영히네종이되리라네여종에게도일례로

할지니라 18그가육년동안에품군의삯의배나받을

만큼너를섬겼은즉너는그를놓아자유하게하기를

어렵게여기지말라그리하면네하나님여호와께서

너의범사에네게복을주시리라! 19너는우양의처음

난수컷은구별하여네하나님여호와께드릴것이니

네소의첫새끼는부리지말고네양의첫새끼의털은

깍지말고 20너와네가족이매년에여호와의택하신

곳네하나님여호와앞에서먹을지니라 21그러나그

짐승이흠이있어서절거나눈이멀었거나무슨흠이

있든지네하나님여호와께잡아드리지못할지니 22

네성중에서먹되부정한자나정한자가다같이먹기

를노루와사슴을먹음같이할것이요 23오직피는먹

지말고물같이땅에쏟을지니라

16아빕월을지켜네하나님여호와의유월절예식을

행하라!이는아빕월에네하나님여호와께서밤에너

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음이라 2여호와께서그이

름을두시려고택하신곳에서우양으로네하나님여

호와께유월절제사를드리되 3유교병을그것과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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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먹지말고칠일동안은무교병곧고난의떡을그것

과아울러먹으라이는네가애굽땅에서급속히나왔

음이니이같이행하여너의평생에항상네가애굽땅

에서나온날을기억할것이니라 4그칠일동안에는

네사경내에누룩이보이지않게할것이요또네가첫

날해질때에제사드린고기를밤을지내어아침까지

두지말것이며 5유월절제사를네하나님여호와께서

네게주신각성에서드리지말고 6오직네하나님여

호와께서그이름을두시려고택하신곳에서네가애

굽에서나오던시각곧초저녁해질때에드리고 7네

하나님여호와께서택하신곳에서그고기를구워먹고

아침에네장막으로돌아갈것이니라 8너는육일동안

은무교병을먹고제칠일에네하나님여호와앞에성

회로모이고아무노동도하지말지니라 9칠주를계속

할지니곡식에낫을대는첫날부터칠주를계수하여

10네하나님여호와앞에칠칠절을지키되네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복을주신대로네힘을헤아려자원

하는예물을드리고 11너와네자녀와노비와네성중

에거하는레위인과및너희중에있는객과고아와과

부가함께네하나님여호와께서그이름을두시려고

택하신곳에서네하나님여호와앞에서즐거워할지니

라 12너는애굽에서종되었던것을기억하고이규례

를지켜행할지니라! 13너희타작마당과포도주틀의

소출을수장한후에칠일동안초막절을지킬것이요

14절기를지킬때에는너와네자녀와노비와네성중

에거하는레위인과객과고아와과부가함께연락하

되 15네하나님여호와께서택하신곳에서너는칠일

동안네하나님여호와앞에서절기를지키고네하나

님여호와께서네모든물산과네손을댄모든일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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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것을인하여너는온전히즐거워할지니라! 16너

의중모든남자는일년삼차곧무교절과,칠칠절과,

초막절에네하나님여호와의택하신곳에서여호와께

보이되공수로여호와께보이지말고 17각사람이네

하나님여호와의주신복을따라그힘대로물건을드

릴지니라! 18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각성

에서네지파를따라재판장과유사를둘것이요그들

은공의로백성을재판할것이니라 19너는굽게판단

하지말며사람을외모로보지말며또뇌물을받지말

라뇌물은지혜자의눈을어둡게하고의인의말을굽

게하느니라 20너는마땅히공의만좇으라! 그리하면

네가살겠고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을

얻으리라 21네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쌓은단곁에

아무나무로든지아세라상을세우지말며 22자기를

위하여주상을세우지말라!네하나님여호와께서미

워하시느니라!

17무릇흠이나악질이있는우양은네하나님여호와

께드리지말지니이는네하나님여호와께가증한것

이됨이니라 2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어느

성중에서든지너의가운데혹시어떤남자나여자가

네하나님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여그언약을어

기고 3가서다른신들을섬겨그것에게절하며내가

명하지아니한일월성신에게절한다하자 4혹이그일

을네게고하므로네가듣거든자세히사실하여볼지

니만일그일과말이확실하여이스라엘중에이런가

증한일을행함이있으면 5너는그악을행한남자나

여자를네성문으로끌어내고돌로그남자나여자를

쳐죽이되 6죽일자를두사람이나세사람의증거로

죽일것이요한사람의증거로는죽이지말것이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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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자를죽임에는증인이먼저그에게손을댄후에

뭇백성이손을댈지니라너는이와같이하여너의중

에악을제할지니라 8네성중에서송사로다투는일이

있으되서로피를흘렸거나다투었거나구타하였거나

하여네가판결하기어려운일이생기거든너는일어

나네하나님여호와의택하실곳으로올라가서 9레위

사람제사장과당시재판장에게로나아가서물으라그

리하면그들이어떻게판결할것을네게가르치리니

10여호와께서택하신곳에서그들이네게보이는판결

의뜻대로네가행하되무릇그들이네게가르치는대

로삼가행할것이니 11곧그들이네게가르치는법률

의뜻대로그들이네게고하는판결대로행할것이요

그들이네게보이는판결을어기어서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말것이니라 12사람이만일천자히하고네

하나님여호와앞에서서섬기는제사장이나재판장을

듣지아니하거든그사람을죽여이스라엘중에서악

을제하여버리라 13그리하면온백성이듣고두려워

하여다시는천자히행치아니하리라 14네가네하나

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이르러서그땅을얻

어거할때에만일우리도우리주위의열국같이우리

위에왕을세우리라는뜻이나거든 15반드시네하나

님여호와의택하신자를네위에왕으로세울것이며

네위에왕을세우려면네형제중에서한사람으로할

것이요네형제아닌타국인을네위에세우지말것이

며 16왕된자는말을많이두지말것이요말을많이

얻으려고그백성을애굽으로돌아가게말것이니이

는여호와께서너희에게이르시기를너희가이후에는

그길로다시돌아가지말것이라하셨음이며 17아내

를많이두어서그마음이미혹되게말것이며은,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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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위하여많이쌓지말것이니라 18그가왕위에

오르거든레위사람제사장앞에보관한이율법서를

등사하여 19평생에자기옆에두고읽어서그하나님

여호와경외하기를배우며이율법의모든말과이규

례를지켜행할것이라 20그리하면그의마음이그형

제위에교만하지아니하고이명령에서떠나좌로나

우로나치우치지아니하리니이스라엘중에서그와그

의자손의왕위에있는날이장구하리라

18레위사람제사장과레위의온지파는이스라엘중

에분깃도없고기업도없을지니그들은여호와의화

제물과그기업을먹을것이라 2그들이그형제중에

기업이없을것은그들에게대하여말씀하심같이여

호와께서그들의기업이되심이니라 3제사장이백성

에게서받을응식은이러하니곧그드리는제물의우

양을물론하고그앞넓적다리와두볼과위라이것을

제사장에게줄것이요 4또너의처음된곡식과포도

주와기름과너의처음깍은양털을네가그에게줄것

이니 5이는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모든지파중에

서그를택하여내시고그와그의자손으로영영히여

호와의이름으로서서섬기게하셨음이니라 6이스라

엘온땅어느성읍에든지거하는레위인이간절한소

원이있어그거한곳을떠나여호와의택하신곳에이

르면 7여호와앞에선그형제모든레위인과일반으

로그하나님여호와의이름으로섬길수있나니 8그

사람의응식은그들과같을것이요그상속산업을판

돈은이외에그에게속할것이니라 9네하나님여호

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들어가거든너는그민족들

의가증한행위를본받지말것이니 10그아들이나딸

을불가운데로지나게하는자나복술자나, 길흉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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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자나, 요술을하는자나, 무당이나, 11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너의중에용납하지말라

12무릇이런일을행하는자는여호와께서가증히여

기시나니이런가증한일로인하여네하나님여호와

께서그들을네앞에서쫓아내시느니라 13너는네하

나님여호와앞에완전하라! 14네가쫓아낼이민족들

은길흉을말하는자나복술자의말을듣거니와네게

는네하나님여호와께서이런일을용납지아니하시

느니라 15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의중네형제중에

서나와같은선지자하나를너를위하여일으키시리

니너희는그를들을지니라 16이것이곧네가총회의

날에호렙산에서너의하나님여호와께구한것이라

곧네가말하기를나로다시는나의하나님여호와의

음성을듣지않게하시고다시는이큰불을보지않게

하소서두렵건대내가죽을까하나이다하매 17여호와

께서이르시되그들의말이옳도다 18내가그들의형

제중에너와같은선지자하나를그들을위하여일으

키고내말을그입에두리니내가그에게명하는것을

그가우리에게다고하리라 19무릇그가내이름으로

고하는내말을듣지아니하는자는내게벌을받을것

이요 20내가고하라고명하지아니한말을어떤선지

자가만일방자히내이름으로고하든지다른신들의

이름으로말하면그선지자는죽임을당하리라하셨느

니라 21네가혹시심중에이르기를그말이여호와의

이르신말씀인지우리가어떻게알리요하리라 22만일

선지자가있어서여호와의이름으로말한일에증험도

없고성취함도없으면이는여호와의말씀하신것이

아니요그선지자가방자히한말이니너는그를두려

워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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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네하나님여호와께서이열국을멸절하시고네하

나님여호와께서그땅을네게주시므로네가필경그

것을얻고그들의각성읍과각가옥에거할때에 2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신땅가운데서

세성읍을너를위하여구별하고 3네하나님여호와께

서네게유업으로주시는땅의전체를삼구로분하여

그도로를닦고무릇살인자를그성읍으로도피케하

라 4살인자가그리로도피하여살만한경위는이러하

니곧누구든지본래혐원이없이부지중에그이웃을

죽인일, 5가령사람이그이웃과함께벌목하러삼림

에들어가서손에도끼를들고벌목하려고찍을때에

도끼가자루에서빠져그이웃을맞춰그로죽게함같

은것이라이런사람은그성읍중하나로도피하여생

명을보존할것이니라 6그사람이그에게본래혐원이

없으니죽이기에합당치아니하나두렵건대보수자의

마음이뜨거워서살인자를따르는데그가는길이멀

면그를따라미쳐서죽일까하노라 7그러므로내가

네게명하기를세성읍을너를위하여구별하라하노

라 8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열조에게맹세하신대로

네지경을넓혀네열조에게주리라고말씀하신땅을

다네게주실때 9또네가나의오늘날네게명하는이

모든명령을지켜행하여네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

고항상그길로행할때에는이셋외에세성읍을더

하여 10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시는

땅에서무죄한피를흘림이없게하라이같이하면그

피가네게로돌아가지아니하리라 11그러나만일사람

이그이웃을미워하여엎드려그를기다리다가일어

나쳐서그생명을상하여죽게하고이한성읍으로도

피하거든 12그본성읍장로들이사람을보내어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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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잡아다가보수자의손에넘겨죽이게할것이

라 13네눈이그를긍휼히보지말고무죄한피흘린죄

를이스라엘에서제하라! 그리하면네게복이있으리

라! 14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어얻게하시는땅

곧네기업된소유의땅에서선인(先人)의정한네이

웃의경계표를이동하지말지니라 15사람이아무악이

든지무릇범한죄는한증인으로만정할것이아니요

두증인의입으로나세증인의입으로그사건을확정

할것이며 16만일위증하는자가있어아무사람이악

을행하였다말함이있으면 17그논쟁하는양방이같

이하나님앞에나아가당시제사장과재판장앞에설

것이요 18재판장은자세히사실하여그증인이위증인

이라그형제를거짓으로무함한것이판명되거든 19

그가그형제에게행하려고꾀한대로그에게행하여

너희중에서악을제하라! 20그리하면그남은자들이

듣고두려워하여이후부터는이런악을너희중에서

다시행하지아니하리라 21네눈이긍휼히보지말라

생명은생명으로, 눈은눈으로, 이는이로, 손은손으로

, 발은발로니라

20네가나가대적과싸우려할때에말과병거와민중

이너보다많음을볼지라도그들을두려워말라!애굽

땅에서너를인도하여내신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

와함께하시느니라! 2너희가싸울곳에가까이가거

든제사장은백성에게나아가서고하여 3그들에게이

르기를이스라엘아들으라! 너희가오늘날너희의대

적과싸우려고나아왔으니마음에겁내지말며두려워

말며떨지말며그들로인하여놀라지말라 4너희하나

님여호와는너희와함께행하시며너희를위하여너

희대적을치고너희를구원하시는자니라할것이며 5



신명기 386

유사들은백성에게고하여이르기를새집을건축하고

낙성식을행치못한자가있느냐?그는집으로돌아갈

지니전사하면타인이낙성식을행할까하노라 6포도

원을만들고그과실을먹지못한자가있느냐?그는집

으로돌아갈지니전사하면타인이그과실을먹을까

하노라 7여자와약혼하고그를취하지못한자가있느

냐?그는집으로돌아갈지니전사하면타인이그를취

할까하노라하고 8유사들은오히려또백성에게고하

여이르기를두려워서마음에겁내는자가있느냐?그

는집으로돌아갈지니그형제들의마음도그의마음

과같이떨어질까하노라하여 9백성에게이르기를필

한후에군대의장관들을세워무리를거느리게할지

니라 10네가어떤성읍으로나아가서치려할때에그

성에먼저평화를선언하라! 11그성읍이만일평화하

기로회답하고너를향하여성문을열거든그온거민

으로네게공을바치고너를섬기게할것이요 12만일

너와평화하기를싫어하고너를대적하여싸우려하거

든너는그성읍을에워쌀것이며 13네하나님여호와

께서그성읍을네손에붙이시거든너는칼날로그속

의남자를다쳐죽이고 14오직여자들과유아들과육

축과무릇그성중에서네가탈취한모든것은네것이

니취하라네가대적에게서탈취한것은네하나님여

호와께서네게주신것인즉너는그것을누릴지니라

15네가네게서멀리떠난성읍들곧이민족들에게속

하지아니한성읍들에게는이같이행하려니와 16오직

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시는이민족

들의성읍에서는호흡있는자를하나도살리지말지

니 17곧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

리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을네가진멸하되네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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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네게명하신대로하라 18이는그들이그

신들에게행하는모든가증한일로너희에게가르쳐

본받게하여너희로너희의하나님여호와께범죄케

할까함이니라 19너희가어느성읍을오래동안에워

싸고쳐서취하려할때에도도끼를둘러그곳의나무

를작벌하지말라이는너희의먹을것이될것임이니

찍지말라밭의수목이사람이냐?너희가어찌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오직과목이아닌줄로아는수목은

작벌하여너희와싸우는그성읍을치는기구를만들

어그성읍을함락시킬때까지쓸지니라

21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어얻게하시는땅에

서혹시피살한시체가들에엎드러진것을발견하고

그쳐죽인자가누구인지알지못하거든 2너의장로

들과재판장들이나가서그피살한곳에서사면에있

는각성읍의원근을잴것이요 3그피살한곳에서제

일가까운성읍곧그성읍의장로들이아직부리우지

아니하고멍에를메지아니한암송아지를취하고 4성

읍의장로들이물이항상흐르고갈지도심지도못하

는골짜기로그송아지를끌고가서그골짜기에서그

송아지의목을꺾을것이요 5레위자손제사장들도그

리로올지니그들은네하나님여호와께서택하사자

기를섬기게하시며또여호와의이름으로축복하게

하신자라모든소송과모든투쟁이그들의말대로판

결될것이니라 6그피살된곳에서제일가까운성읍의

모든장로들은그골짜기에서목을꺾은암송아지위

에손을씻으며 7말하기를우리의손이이피를흘리

지아니하였고우리의눈이이것을보지도못하였나이

다 8여호와여! 주께서속량하신주의백성이스라엘을

사하시고무죄한피를주의백성이스라엘중에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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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두지마옵소서하면그피흘린죄가사함을받으리

니 9너는이와같이여호와의보시기에정직한일을

행하여무죄자의피흘린죄를너희중에서제할지니

라! 10네가나가서대적과싸움함을당하여네하나님

여호와께서그들을네손에붙이시므로네가그들을

사로잡은후에 11네가만일그포로중의아리따운여

자를보고연련하여아내를삼고자하거든 12그를네

집으로데려갈것이요그는그머리를밀고손톱을베

고 13또포로의의복을벗고네집에거하며그부모를

위하여일개월동안애곡한후에네가그에게로들어가

서그남편이되고그는네아내가될것이요 14그후에

네가그를기뻐하지아니하거든그마음대로가게하

고결코돈을받고팔지말지라네가그를욕보였은즉

종으로여기지말지니라 15어떤사람이두아내를두

었는데하나는사랑을받고하나는미움을받다가그

사랑을받는자와미움을받는자가둘다아들을낳았

다하자그미움을받는자의소생이장자여든 16자기

의소유를그아들들에게기업으로나누는날에그사

랑을받는자의아들로장자를삼아참장자곧미움을

받는자의아들보다앞세우지말고 17반드시그미움

을받는자의아들을장자로인정하여자기의소유에

서그에게는두몫을줄것이니그는자기의기력의시

작이라장자의권리가그에게있음이니라 18사람에게

완악하고패역한아들이있어그아비의말이나그어

미의말을순종치아니하고부모가징책하여도듣지

아니하거든 19부모가그를잡아가지고성문에이르러

그성읍장로들에게나아가서 20그성읍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이자식은완악하고패역하여우리

말을순종치아니하고방탕하며술에잠긴자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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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21그성읍의모든사람들이그를돌로쳐죽일지니

이같이네가너의중에악을제하라그리하면온이스

라엘이듣고두려워하리라 22사람이만일죽을죄를

범하므로네가그를죽여나무위에달거든 23그시체

를나무위에밤새도록두지말고당일에장사하여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시는땅을더럽히

지말라나무에달린자는하나님께저주를받았음이

니라

22네형제의우양의길잃은것을보거든못본체하

지말고너는반드시끌어다가네형제에게돌릴것이

요 2네형제가네게서멀거나네가혹그를알지못하

거든그짐승을네집으로끌고와서네형제가찾기까

지네게두었다가그에게돌릴지니 3나귀라도그리하

고의복이라도그리하고무릇형제의잃은아무것이든

지네가얻거든다그리하고못본체하지말것이며 4

네형제의나귀나소가길에넘어진것을보거든못본

체하지말고너는반드시형제를도와서그것을일으

킬지니라 5여자는남자의의복을입지말것이요남자

는여자의의복을입지말것이라이같이하는자는네

하나님여호와께가증한자니라 6노중에서나무에나

땅에있는새의보금자리에새새끼나알이있고어미

새가그새끼나알을품은것을만나거든그어미새와

새끼를아울러취하지말고 7어미는반드시놓아줄

것이요새끼는취하여도가하니그리하면네가복을

누리고장수하리라 8네가새집을건축할때에지붕에

난간을만들어사람으로떨어지지않게하라그피흐

른죄가네집에돌아갈까하노라 9네포도원에두종

자를섞어뿌리지말라! 그리하면네가뿌린씨의열매

와포도원의소산이다빼앗김이될까하노라 10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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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나귀를겨리하여갈지말며 11양털과베실로섞

어짠것을입지말지니라! 12입는겉옷네귀에술을

만들지니라! 13비방거리를만들어그에게누명을씌워

가로되 `내가이여자를취하였더니그와동침할때에

그의처녀인표적을보지못하였노라'하면 14그처녀

의부모가처녀의처녀인표를얻어가지고그성읍문

장로들에게로가서 15처녀의아비가장로들에게말하

기를 `내딸을이사람에게아내로주었더니그가미워

하여 16비방거리를만들어말하기를내가네딸의처

녀인표적을보지못하였노라하나보라! 내딸의처녀

인표적이이것이라' 하고그부모가그자리옷을그성

읍장로들앞에펼것이요 17그성읍장로들은그사람

을잡아때리고 18이스라엘처녀에게누명씌움을인

하여그에게서은일백세겔을벌금으로받아여자의

아비에게주고그여자로그남자의평생에버리지못

할아내가되게하려니와 19그일이참되어그처녀에

게처녀인표적이없거든 20처녀를그아비집문에서

끌어내고그성읍사람들이그를돌로쳐죽일지니이

는그가그아비집에서창기의행동을하여이스라엘

중에서악을행하였음이라너는이와같이하여너의

중에악을제할지니라! 21남자가유부녀와통간함을

보거든그통간한남자와그여자를둘다죽여이스라

엘중에악을제할지니라 22처녀인여자가남자와약

혼한후에어떤남자가그를성읍중에서만나통간하

면 23너희는그들을둘다성읍문으로끌어내고그들

을돌로쳐죽일것이니그처녀는성읍중에있어서도

소리지르지아니하였음이요그남자는그이웃의아

내를욕보였음이라너는이같이하여너의중에악을

제할지니라! 24만일남자가어떤약혼한처녀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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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나서강간하였거든그강간한남자만죽일것이

요 25처녀에게는아무것도행치말것은처녀에게는

죽일죄가없음이라이일은사람이일어나그이웃을

쳐죽인것과일반이라 26남자가처녀를들에서만난

까닭에그약혼한처녀가소리질러도구원할자가없

었음이니라 27만일남자가어떤약혼하지아니한처녀

를만나그를붙들고통간하는중그두사람이발견되

거든 28그통간한남자는그처녀의아비에게은오십

세겔을주고그처녀로아내를삼을것이라그가그처

녀를욕보였은즉평생에그를버리지못하리라 29사람

이그아비의후실을취하여아비의하체를드러내지

말지니라

23신낭이상한자나신을베인자는여호와의총회에

들어오지못하리라 2사생자는여호와의총회에들어

오지못하리니십대까지라도여호와의총회에들어오

지못하리라 3암몬사람과모압사람은여호와의총회

에들어오지못하리니그들에게속한자는십대뿐아

니라영원히여호와의총회에들어오지못하리라 4그

들은너희가애굽에서나올때에떡과물로너희를길

에서영접하지아니하고메소보다미아의브돌사람브

올의아들발람에게뇌물을주어너희를저주케하려

하였으나 5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사랑하시므로

발람의말을듣지아니하시고그저주를변하여복이

되게하셨나니 6너의평생에그들의평안과형통을영

영히구하지말지니라 7너는에돔사람을미워하지말

라! 그는너의형제니라애굽사람을미워하지말라! 네

가그의땅에서객이되었음이니라 8그들의삼대후

자손은여호와의총회에들어올수있느리라 9네가대

적을치러출진할때에모든악한일을스스로삼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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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0너희중에누가밤에몽설함으로부정하거든진

밖으로나가고진안에들어오지아니하다가 11해질

때에목욕하고해진후에진에들어올것이요 12너의

진밖에변소를베풀고그리로나가되 13너의기구에

작은삽을더하여밖에나가서대변을통할때에그것

으로땅을팔것이요몸을돌이켜그배설물을덮을지

니 14이는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구원하시고적

군을네게붙이시려고네진중에행하심이라그러므로

네진을거룩히하라그리하면네게서불합한것을보

시지않으므로너를떠나지아니하시리라 15종이그

주인을피하여네게로도망하거든너는그주인에게로

돌리지말고 16그가너의성읍중에서기뻐하는곳을

택하는대로너와함께네가운데거하게하고그를압

제하지말지니라 17이스라엘여자중에창기가있지

못할것이요이스라엘남자중에미동이있지못할지

니 18창기의번돈과개같은자의소득은아무서원하

는일로든지네하나님여호와의전에가져오지말라

이둘은다네하나님여호와께가증한것임이니라 19

네가형제에게꾸이거든이식을취하지말지니곧돈

의이식,식물의이식,무릇이식을낼만한것의이식

을취하지말것이라 20타국인에게네가꾸이면이식

을취하여도가하거니와너의형제에게꾸이거든이식

을취하지말라그리하면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가

들어가서얻을땅에서네손으로하는범사에복을내

리시리라 21네하나님여호와께서원하거든갚기를더

디하지말라! 네하나님여호와께서반드시그것을네

게요구하시리니더디면네게죄라 22네가서원치아

니하였으면무죄하니라마는 23네입에서낸것은그대

로실행하기를주의하라무릇자원한예물은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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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여호와께네가서원하여입으로언약한대로행할

지니라 24네이웃의포도원에들어갈때에마음대로

그포도를배불리먹어도가하니라그러나그릇에담

지말것이요 25네이웃의곡식밭에들어갈때에네가

손으로그이삭을따도가하니라그러나이웃의곡식

밭에낫을대지말지니라

24사람이아내를취하여데려온후에수치되는일이

그에게있음을발견하고그를기뻐하지아니하거든이

혼증서를써서그손에주고그를자기집에서내어보

낼것이요 2그여자는그집에서나가서다른사람의

아내가되려니와 3그후부도그를미워하여이혼증서

를써서그손에주고그를자기집에서내어보내었거

나혹시그를아내로취한후부가죽었다하자 4그여

자가이미몸을더럽혔은즉그를내어보낸전부가그

를다시아내로취하지말지니이일은여호와앞에가

증한것이라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

시는땅으로너는범죄케하지말지니라 5사람이새로

이아내를취하였거든그를군대로내어보내지말것

이요무슨직무든지그에게맡기지말것이며그는일

년동안집에한가히거하여그취한아내를즐겁게할

지니라 6사람이맷돌의전부나그윗짝만이나전집하

지말지니이는그생명을전집함이니라 7사람이자기

형제곧이스라엘자손중한사람을후려다가그를부

리거나판것이발견되거든그후린자를죽일지니이

같이하여너의중에악을제할지니라! 8너는문둥병

에대하여삼가서레위사람제사장들이너희에게가

르치는대로네가힘써다행하되곧네가그들에게명

한대로너희는주의하여행하라! 9너희가애굽에서

나오는길에서네하나님여호와께서미리암에게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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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을기억할지니라! 10무릇네이웃에게꾸어줄때

에네가그집에들어가서전집물을취하지말고 11너

는밖에섰고네게꾸는자가전집물을가지고나와서

네게줄것이며 12그가가난한자여든너는그의전집

물을가지고자지말고 13해질때에전집물을반드시

그에게돌릴것이라그리하면그가그옷을입고자며

너를위하여축복하리니그일이네하나님여호와앞

에서네의로움이되리라 14곤궁하고빈한한품군은

너의형제든지네땅성문안에우거하는객이든지그

를학대하지말며 15그품삯을당일에주고해진후까

지끌지말라이는그가빈궁하므로마음에품삯을사

모함이라두렵건대그가너를여호와께호소하면죄가

네게로돌아갈까하노라 16아비는그자식들을인하여

죽임을당치않을것이요자식들은그아비를인하여

죽임을당치않을것이라각사람은자기죄에죽임을

당할것이니라 17너는객이나고아의송사를억울하게

말며과부의옷을전집하지말라 18너는애굽에서종이

되었던일과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거기서속량

하신것을기억하라! 이러므로내가네게이일을행하

라명하노라 19네가밭에서곡식을벨때에그한뭇을

밭에잊어버렸거든다시가서취하지말고객과고아

와과부를위하여버려두라그리하면네하나님여호

와께서네손으로하는범사에복을내리시리라 20네

가네감람나무를떤후에그가지를다시살피지말고

그남은것은객과고아와과부를위하여버려두며 21

네가네포도원의포도를딴후에그남은것을다시따

지말고객과고아와과부를위하여버려두라 22너는

애굽땅에서종되었던것을기억하라!이러므로내가

네게이일을행하라명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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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람과사람사이에시비가생겨서재판을청하거

든재판장은그들을재판하여의인은의롭다하고악

인은정죄할것이며 2악인에게태형이합당하거든재

판장은그를엎드리게하고그죄의경중대로여수이

자기앞에서때리게하라 3사십까지는때리려니와그

것을넘기지는못할지니만일그것을넘겨과다히때

리면네가네형제로천히여김을받게할까하노라 4

곡식떠는소의입에망을씌우지말지니라! 5형제가

동거하는데그중하나가죽고아들이없거든그죽은

자의아내는나가서타인에게시집가지말것이요그

남편의형제가그에게로들어가서그를취하여아내를

삼아그의남편의형제된의무를그에게다행할것이

요 6그여인의낳은첫아들로그죽은형제의후사를

잇게하여그이름을이스라엘중에서끊어지지않게

할것이니라 7그러나그사람이만일그형제의아내

취하기를즐겨하지아니하거든그형제의아내는그

성문장로들에게로나아가서말하기를내남편의형제

가그형제의이름을이스라엘중에잇기를싫어하여

남편의형제된의무를내게행치아니하나이다할것

이요 8그성읍장로들은그를불러다가이를것이며

그가이미정한뜻대로말하기를내가그여자취하기

를즐겨아니하노라하거든 9그형제의아내가장로들

앞에서그에게나아가서그의발에서신을벗기고그

얼굴에침을뱉으며이르기를그형제의집세우기를

즐겨아니하는자에게는이같이할것이라할것이며

10이스라엘중에서그의이름을신벗기운자의집이

라칭할것이니라 11두사람이서로싸울때에한사람

의아내가그남편을그치는자의손에서구하려하여

가까이가서손을벌려그사람의음낭을잡거든 12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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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여인의손을찍어버릴것이고네눈이그를불쌍

히보지말지니라 13너는주머니에같지않은저울추

곧큰것과작은것을넣지말것이며 14네집에같지않

은되곧큰것과작은것을두지말것이요 15오직십

분공정한저울추를두며십분공정한되를둘것이라

그리하면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서

네날이장구하리라 16무릇이같이하는자, 무릇부정

당히행하는자는네하나님여호와께가증하니라 17

너희가애굽에서나오는길에아말렉이네게행한일

을기억하라! 18곧그들이하나님을두려워하지아니

하고너를길에서만나너의피곤함을타서네뒤에떨

어진약한자들을쳤느니라 19그러므로네하나님여

호와께서네게주어기업으로얻게하시는땅에서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너로사면에있는모든대적을벗

어나게하시고네게안식을주실때에너는아말렉의

이름을천하에서도말할지니라너는잊지말지니라!

26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기업으로주사얻게하

시는땅에네가들어가서거기거할때에 2네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서그토지모든소산의

맏물을거둔후에그것을취하여광주리에담고네하

나님여호와께서그이름을두시려고택하신곳으로

그것을가지고가서 3당시제사장에게나아가서그에

게이르기를 `내가오늘날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고

하나이다내가여호와께서우리에게주리라고우리열

조에게맹세하신땅에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4제사

장은네손에서그광주리를취하여다가네하나님여

호와의단앞에놓을것이며 5너는또네하나님여호

와앞에아뢰기를내조상은유리하는아람사람으로

서소수의사람을거느리고애굽에내려가서거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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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필경은거기서크고강하고번성한민족이되

었더니 6애굽사람이우리를학대하며우리를괴롭게

하며우리에게중역을시키므로 7우리가우리조상의

하나님여호와께부르짖었더니여호와께서우리음성

을들으시고우리의고통과신고와압제를하감하시고

8여호와께서강한손과편팔과큰위엄과이적과기사

로우리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시고 9이곳으로인도

하사이땅곧젖과꿀이흐르는땅을주셨나이다 10여

호와여이제내가주께서내게주신토지소산의맏물

을가져왔나이다하고너는그것을네하나님여호와

앞에두고네하나님여호와앞에경배할것이며 11네

하나님여호와께서너와네집에주신모든복을인하

여너는레위인과너의중에우거하는객과함께즐거

워할지니라 12제삼년곧십일조를드리는해에네모

든소산의십일조다내기를마친후에그것을레위인

과객과고아와과부에게주어서네성문안에서먹어

배부르게하라 13그리할때에네하나님여호와앞에

고하기를내가성물을내집에서내어레위인과객과

고아와과부에게주기를주께서내게명하신명령대로

하였사오니내가주의명령을범치도아니하였고잊지

도아니하였나이다 14내가애곡하는날에이성물을

먹지아니하였고부정한몸으로이를떼어두지아니하

였고죽은자를위하여이를쓰지아니하였고내하나

님여호와의말씀을청종하여주께서내게명령하신

대로다행하였사오니 15원컨대주의거룩한처소하

늘에서하감하시고주의백성이스라엘에게복을주시

며우리열조에게맹세하여우리에게주신바젖과꿀

이흐르는땅에복을내리소서할지니라 16오늘날네

하나님여호와께서이규례와법도를행하라고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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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시나니그런즉너는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

지켜행하라 17네가오늘날여호와를네하나님으로

인정하고또그도를행하고그규례와명령과법도를

지키며그소리를들으리라확언하였고 18여호와께서

도네게말씀하신대로오늘날너를자기의보배로운

백성으로인정하시고또그모든명령을지키게하리

라확언하셨은즉 19여호와께서너의칭찬과명예와영

광으로그지으신모든민족위에뛰어나게하시고그

말씀하신대로너로네하나님여호와의성민이되게

하시리라

27모세가이스라엘장로들로더불어백성에게명하

여가로되 `내가오늘날너희에게명하는이명령을너

희는다지킬지니라' 2너희가요단을건너네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에들어가는날에큰돌들

을세우고석회를바르라 3이미건넌후에이율법의

모든말씀을그위에기록하라그리하면네하나님여

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곧젖과꿀이흐르는땅에네

가들어가기를네열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말

씀하신대로하리니 4너희가요단을건너거든내가오

늘날너희에게명하는이돌들을에발산에세우고그

위에석회를바를것이며 5또거기서네하나님여호

와를위하여단곧돌단을쌓되그것에철기를대지말

지니라 6너는다듬지않은돌로네하나님여호와의

단을쌓고그위에하나님여호와께번제를드릴것이

며 7또화목제를드리고거기서먹으며네하나님여

호와앞에서즐거워하라! 8너는이율법의모든말씀

을그돌들위에명백히기록할지니라! 9모세가레위

제사장들로더불어온이스라엘에게고하여가로되이

스라엘아잠잠히들으라!오늘날네가네하나님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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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백성이되었으니 10그런즉네하나님여호와의

말씀을복종하여내가오늘날네게명하는그명령과

규례를행할지니라' 11모세가당일에백성에게명하여

가로되 12너희가요단을건넌후에시므온과레위와

유다와잇사갈과요셉과베냐민은백성을축복하기위

하여그리심산에서고 13르우벤과갓과아셀과스불론

과단과납달리는저주하기위하여에발산에서고 14

레위사람은큰소리로이스라엘모든사람에게말하

여이르기를 15장색의손으로조각하였거나부어만든

우상은여호와께가증하니그것을만들어은밀히세우

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응

답하여아멘할지니라 16그부모를경홀히여기는자

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

지니라 17그이웃의지계표를옮기는자는저주를받

을것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18소

경으로길을잃게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것

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19객이나고아나과

부의송사를억울케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

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0계모와구합하는

자는그아비의하체를드러내었으니저주를받을것

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1무릇짐

승과교합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것이요모

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2그자매곧그아비의딸이

나어미의딸과구합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

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3장모와구합하는

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

할지니라 24그이웃을암살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

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5무죄자

를죽이려고뇌물을받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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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6이율법의모든

말씀을실행치아니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

것이요모든백성은아멘할지니라

28네가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삼가듣고내가

오늘날네게명하는그모든명령을지켜행하면네하

나님여호와께서너를세계모든민족위에뛰어나게

하실것이라 2네가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순종하

면이모든복이네게임하며네게미치리니 3성읍에

서도복을받고, 들에서도복을받을것이며 4네몸의

소생과,네토지의소산과,네짐승의새끼와,우양의

새끼가복을받을것이며 5네광주리와,떡반죽그릇

이복을받을것이며 6네가들어와도복을받고, 나가

도복을받을것이니라 7네대적들이일어나너를치

려하면여호와께서그들을네앞에서패하게하시리니

그들이한길로너를치러들어왔으나네앞에서일곱

길로도망하리라 8여호와께서명하사네창고와네손

으로하는모든일에복을내리시고네하나님여호와

께서네게주시는땅에서네게복을주실것이며 9네

가네하나님여호와의명령을지켜그길로행하면여

호와께서네게맹세하신대로너를세워자기의성민

이되게하시리니 10너를여호와의이름으로일컬음을

세계만민이보고너를두려워하리라 11여호와께서네

게주리라고네열조에게맹세하신땅에서네게복을

주사네몸의소생과, 육축의새끼와, 토지의소산으로

많게하시며 12여호와께서너를위하여하늘의아름다

운보고를열으사네땅에때를따라비를내리시고네

손으로하는모든일에복을주시리니네가많은민족

에게꾸어줄지라도너는꾸지아니할것이요 13여호와

께서너로머리가되고꼬리가되지않게하시며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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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있고아래에있지않게하시리니오직너는내가오

늘날네게명하는네하나님여호와의명령을듣고지

켜행하며 14내가오늘날너희에게명하는그말씀을

떠나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아니하고다른신을따

라섬기지아니하면이와같으리라 15네가만일네하

나님여호와의말씀을순종하지아니하여내가오늘날

네게명하는그모든명령과규례를지켜행하지아니

하면이모든저주가네게임하고네게미칠것이니 16

네가성읍에서도저주를받으며,들에서도저주를받

을것이요 17또네광주리와, 떡반죽그릇이저주를받

을것이요 18네몸의소생과, 네토지의소산과, 네우

양의새끼가저주를받을것이며 19네가들어와도저주

를받고, 나가도저주를받으리라 20네가악을행하여

그를잊으므로네손으로하는모든일에여호와께서

저주와공구와견책을내리사망하여속히파멸케하

실것이며 21여호와께서네몸에염병이들게하사네

가들어가얻을땅에서필경너를멸하실것이며 22여

호와께서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

재와, 썩는재앙으로너를치시리니이재앙들이너를

따라서너를진멸케할것이라 23네머리위의하늘은

놋이되고네아래의땅은철이될것이며 24여호와께

서비대신에티끌과모래를네땅에내리시리니그것

들이하늘에서네위에내려서필경너를멸하리라 25

여호와께서너로네대적앞에패하게하시리니네가

한길로그들을치러나가서는그들의앞에서일곱길

로도망할것이며네가또세계만국중에흩음을당하

고 26네시체가공중의모든새와땅짐승들의밥이될

것이나그것들을쫓아줄자가없을것이며 27여호와

께서애굽의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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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리니네가치료함을얻지못할것이며 28여호와께

서또너를미침과, 눈멂과, 경심증으로치시리니 29소

경이어두운데서더듬는것과같이네가백주에도더

듬고네길이형통치못하여항상압제와노략을당할

뿐이니너를구원할자가없을것이며 30네가여자와

약혼하였으나다른사람이그와같이잘것이요집을

건축하였으나거기거하지못할것이요포도원을심었

으나네가그과실을쓰지못할것이며 31네소를네목

전에서잡았으나네가먹지못할것이며네나귀를네

목전에서빼앗아감을당하여도도로찾지못할것이며

네양을대적에게빼앗길것이나너를도와줄자가없

을것이며 32네자녀를다른민족에게빼앗기고종일

생각하고알아봄으로눈이쇠하여지나네손에능이

없을것이며 33네토지소산과네수고로얻은것을네

가알지못하는민족이먹겠고너는항상압제와학대

를받을뿐이리니 34이러므로네눈에보이는일로인

하여네가미치리라 35여호와께서네무릎과다리를

쳐서고치지못할심한종기로발하게하여발바닥으

로정수리까지이르게하시리라 36여호와께서너와네

가세울네임금을너와네열조가알지못하던나라로

끌어가시리니네가거기서목석으로만든다른신들을

섬길것이며 37여호와께서너를끌어가시는모든민

족중에서네가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될것이라

38네가많은종자를들에심을지라도메뚜기가먹으므

로거둘것이적을것이며 39네가포도원을심고다스

릴지라도벌레가먹으므로포도를따지못하고포도주

를마시지못할것이며 40네모든경내에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그열매가떨어지므로그기름을네몸에

바르지못할것이며 41네가자녀를낳을지라도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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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가되므로네게있지못할것이며 42네모든나무

와토지소산은메뚜기가먹을것이며 43너의중에우

거하는이방인은점점높아져서네위에뛰어나고너

는점점낮아질것이며 44그는네게꾸일지라도너는

그에게뀌지못하리니그는머리가되고너는꼬리가

될것이라 45네가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순종치

아니하고네게명하신그명령과규례를지키지아니

하므로이모든저주가네게임하고너를따르고네게

미쳐서필경너를멸하리니 46이모든저주가너와네

자손에게영원히있어서표적과감계가되리라 47네가

모든것이풍족하여도기쁨과즐거운마음으로네하

나님여호와를섬기지아니함을인하여 48네가주리고

목마르고헐벗고모든것이핍절한중에서여호와께서

보내사너를치게하실대적을섬기게될것이니그가

철멍에를네목에메워서필경너를멸할것이라 49곧

여호와께서원방에서땅끝에서한민족을독수리의

날음같이너를치러오게하시리니이는네가그언어

를알지못하는민족이요 50그용모가흉악한민족이

라노인을돌아보지아니하며유치를긍휼히여기지

아니하며 51네육축의새끼와네토지의소산을먹어

서필경은너를멸망시키며또곡식이나포도주나기

름이나소의새끼나양의새끼를위하여남기지아니

하고필경은너를멸절시키리라 52그들이전국에서네

모든성읍을에워싸고네가의뢰하는바높고견고한

성벽을다헐며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시는땅

의모든성읍에서너를에워싸리니 53네가대적에게

에워싸이고맹렬히쳐서곤란케함을당하므로네하

나님여호와께서네게주신자녀곧네몸의소생의고

기를먹을것이라 54너희중에유순하고연약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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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그형제와그품의아내와그남은자녀를질시하

여 55자기의먹는그자녀의고기를그중누구에게든

지주지아니하리니이는네대적이네모든성읍을에

워싸고맹렬히너를쳐서곤란케하므로아무것도그

에게남음이없는연고일것이며 56또너희중에유순

하고연약한부녀곧유순하고연약하여그발바닥으

로땅을밟아보지도아니하던자라도그품의남편과

그자녀를질시하여 57그다리사이에서나온태와자

기의낳은어린자식을가만히먹으리니이는네대적

이네생명을에워싸고맹렬히쳐서곤란케하므로아

무것도얻지못함이리라 58네가만일이책에기록한

이율법의모든말씀을지켜행하지아니하고네하나

님여호와라하는영화롭고두려운이름을경외하지

아니하면 59여호와께서너의재앙과네자손의재앙을

극렬하게하시리니그재앙이크고오래고질병이중

하고오랠것이라 60여호와께서네가두려워하던애굽

의모든질병을네게로가져다가네몸에들어붓게하

실것이며 61또이율법책에기록지아니한모든질병

과모든재앙을너의멸망하기까지여호와께서네게

내리실것이니 62너희가하늘의별같이많았을지라도

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순종치아니하므로남는

자가얼마되지못할것이라 63이왕에여호와께서너희

에게선을행하시고너희로번성케하시기를기뻐하시

던것같이이제는여호와께서너희를망하게하시며

멸하시기를기뻐하시리니너희가들어가얻는땅에서

뽑힐것이요 64여호와께서너를땅이끝에서, 저끝까

지만민중에흩으시리니네가그곳에서너와네열조

의알지못하던목석우상을섬길것이라 65그열국중

에서네가평안함을얻지못하며네발바닥을쉴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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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못하고오직여호와께서거기서너의마음으로

떨고눈으로쇠하고정신으로산란케하시리니 66네

생명이의심나는곳에달린것같아서주야로두려워

하며네생명을확신할수없을것이라 67네마음의두

려움과눈의보는것으로인하여아침에는이르기를

아하, 저녁이되었으면좋겠다할것이요저녁에는이

르기를아하, 아침이되었으면좋겠다하리라 68여호

와께서너를배에실으시고전에네게고하여이르시

기를네가다시는그길을보지아니하리라하시던그

길로너를애굽으로끌어가실것이라거기서너희가

너희몸을대적에게노비로팔려하나너희를살자가

없으리라

29호렙에서이스라엘자손과세우신언약외에여호

와께서모세에게명하사모압땅에서또그들과세우

신언약의말씀이이러하니라 2모세가온이스라엘을

소집하고그들에게이르되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너

희목전에바로와그모든신하와그온땅에행하신모

든일을너희가보았나니 3곧그큰시험과이적과큰

기사를네가목도하였느니라 4그러나깨닫는마음과

보는눈과듣는귀는오늘날까지여호와께서너희에게

주지아니하셨느니라 5주께서사십년동안너희를인

도하여광야를통행케하셨거니와너희몸의옷이낡

지아니하였고너희발의신이해어지지아니하였으며

6너희로떡도먹지못하며포도주나독주를마시지못

하게하셨음은주는너희하나님여호와이신줄을알

게하려하심이니라 7너희가이곳에올때에헤스본

왕시혼과바산왕옥이우리와싸우러나왔으므로우

리가그들을치고 8그땅을취하여르우벤과갓과므

낫세반지파에게기업으로주었나니 9그런즉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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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약의말씀을지켜행하라!그리하면너희의하는

모든일이형통하리라 10오늘날너희곧너희두령과

너희지파와너희장로들과너희유사와이스라엘모

든남자와 11너희유아들과너희아내와및네진중에

있는객과무릇너를위하여나무를패는자로부터물

긷는자까지다너희하나님여호와앞에선것은 12너

의하나님여호와의언약에참예하며또너의하나님

여호와께서오늘날네게향하여하시는맹세에참예하

여 13여호와께서이왕에네게말씀하신대로또네열

조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맹세하신대로오늘날

너를세워자기백성을삼으시고자기는친히네하나

님이되시려함이니라 14내가이언약과맹세를너희

에게만세우는것이아니라 15오늘날우리하나님여

호와앞에서우리와함께여기선자와오늘날우리와

함께여기있지아니한자에게까지니 16 (우리가애굽

땅에어떻게거하였었는지너희가여러나라를어떻게

통과하여왔었는지너희가알며 17너희가또그들중

에있는가증한것과목석과은금의우상을보았느니

라) 18너희중에남자나여자나가족이나지파나오늘

날그마음이우리하나님여호와를떠나서그모든민

족의신들에게가서섬길까염려하며독초와쑥의뿌

리가너희중에생겨서 19이저주의말을듣고도심중

에스스로위로하여이르기를내가내마음을강퍅케

하여젖은것과마른것을멸할지라도평안하리라할

까염려함이라 20여호와는이런자를사하지않으실

뿐아니라여호와의분노와질투의불로그의위에붓

게하시며또이책에기록된모든저주로그에게더하

실것이라여호와께서필경은그의이름을천하에서

도말하시되 21여호와께서곧이스라엘모든지파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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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그를구별하시고이율법책에기록된언약의모든

저주대로그에게화를더하시리라 22너희뒤에일어나

는너희자손과원방에서오는객이그땅의재앙과여

호와께서그땅에유행시키시는질병을보며 23그온

땅이유황이되며소금이되며또불에타서심지도못

하며결실함도없으며거기아무풀도나지아니함이

옛적에여호와께서진노와분한으로훼멸하신소돔과

고모라와아드마와스보임의무너짐과같음을보고말

할것이요 24열방사람들도말하기를여호와께서어찌

하여이땅에이같이행하셨느뇨?이같이크고열렬하

게노하심은무슨뜻이뇨? 하면 25그때에사람이대답

하기를그무리가자기의조상의하나님여호와께서

그조상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실때에더불어세우

신언약을버리고 26가서자기들이알지도못하고여

호와께서그들에게주시지도아니한다른신들을섬겨

그에게절한까닭이라 27이러므로여호와께서이땅을

향하여진노하사이책에기록된모든저주대로재앙

을내리시고 28여호와께서또진노와분한과크게통

한하심으로그들을이땅에서뽑아내사다른나라에

던져보내심이오늘날과같다하리라 29오묘한일은

우리하나님여호와께속하였거니와나타난일은영구

히우리와우리자손에게속하였나니이는우리로이

율법의모든말씀을행하게하심이니라

30내가네게진술한모든복과저주가네게임하므로

네가네하나님여호와께쫓겨간모든나라가운데서

이일이마음에서기억이나거든 2너와네자손이네

하나님여호와께로돌아와내가오늘날네게명한것

을온전히따라서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여호

와의말씀을순종하면 3네하나님여호와께서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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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키시고너를긍휼히여기사네포로를돌리시되

네하나님여호와께서너를흩으신그모든백성중에

서너를모으시리니 4너의쫓겨간자들이하늘가에

있을지라도네하나님여호와께서거기서너를모으실

것이며거기서부터너를이끄실것이라 5네하나님여

호와께서너를네열조가얻은땅으로돌아오게하사

너로다시그것을얻게하실것이며여호와께서또네

게선을행하사너로네열조보다더번성케하실것이

며 6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마음과네자손의마음

에할례를베푸사너로마음을다하며성품을다하여

네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게하사너로생명을얻게

하실것이며 7네하나님여호와께서네대적과너를

미워하고핍박하던자에게이모든저주로임하게하

시리니 8너는돌아와다시여호와의말씀을순종하고

내가오늘날네게명한그모든명령을행할것이라 9

네가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순종하여이율법책

에기록된그명령과규례를지키고네마음을다하며

성품을다하여여호와네하나님께돌아오면네하나

님여호와께서네손으로하는모든일과네몸의소생

과네육축의새끼와네토지소산을많게하시고네게

복을주시되곧여호와께서네열조를기뻐하신 10것

과같이너를다시기뻐하사네게복을주시리라 11내

가오늘날네게명한이명령은네게어려운것도아니

요먼것도아니라 12하늘에있는것이아니니네가이

르기를누가우리를위하여하늘에올라가서그명령

을우리에게로가지고와서우리에게들려행하게할꼬

?할것이아니요 13이것이바다밖에있는것이아니

니네가이르기를누가우리를위하여바다를건너가

서그명령을우리에게로가지고와서우리에게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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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할꼬?할것도아니라 14오직!그말씀이네게

심히가까와서네입에있으며네마음에있은즉네가

이를행할수있느니라 15보라! 내가오늘날생명과복

과사망과화를네앞에두었나니 16곧내가오늘날너

를명하여네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고그모든길로

행하며그명령과규례와법도를지키라하는것이라

그리하면네가생존하며번성할것이요또네하나님

여호와께서네가가서얻을땅에서네게복을주실것

임이니라 17그러나네가만일마음을돌이켜듣지아

니하고유혹을받아서다른신들에게절하고그를섬

기면 18내가오늘날너희에게선언하노니너희가반드

시망할것이라너희가요단을건너가서얻을땅에서

너희의날이장구치못할것이니라 19내가오늘날천

지를불러서너희에게증거를삼노라내가생명과사

망과복과저주를네앞에두었은즉너와네자손이살

기위하여생명을택하고 20네하나님여호와를사랑

하고그말씀을순종하며또그에게부종하라그는네

생명이시요네장수시니여호와께서네열조아브라함

과이삭과야곱에게주리라고맹세하신땅에네가거

하리라

31모세가가서온이스라엘에게이말씀을베푸니라

2곧그들에게이르되내가오늘날일백이십세라내가

더는출입하기능치못하고여호와께서도내게이르시

기를너는이요단을건너지못하리라하셨느니라 3여

호와께서이미말씀하신것과같이여호수아가너를

거느리고건널것이요네하나님여호와그가네앞서

건너가사이민족들을네앞에서멸하시고너로그땅

을얻게하실것이며 4여호와께서이미멸하신아모리

왕시혼과옥과및그땅에행하신것과같이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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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하실것이라 5여호와께서그들을너희앞에붙이

시리니너희는내가너희에게명한모든명령대로그

들에게행할것이라 6너는마음을강하게하고담대히

하라그들을두려워말라그들앞에서떨지말라이는

네하나님여호와그가너와함께행하실것임이라반

드시너를떠나지아니하시며버리지아니하시리라하

고 7모세가여호수아를불러온이스라엘목전에서그

에게이르되너는마음을강하게하고담대히하라! 너

는이백성을거느리고여호와께서그들의열조에게

주리라고맹세하신땅에들어가서그들로그땅을얻

게하라 8여호와그가네앞서행하시며너와함께하

사너를떠나지아니하시며버리지아니하시리니너는

두려워말라! 놀라지말라! 9모세가이율법을써서여

호와의언약궤를메는레위자손제사장들과이스라엘

모든장로에게주고 10그들에게명하여이르기를매

칠년끝해곧정기면제년의초막절에 11온이스라엘

이네하나님여호와앞그택하신곳에모일때에이

율법을낭독하여온이스라엘로듣게할지니 12곧백

성의남녀와유치와네성안에우거하는타국인을모

으고그들로듣고배우고네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

며이율법의모든말씀을지켜행하게하고 13또너희

가요단을건너가서얻을땅에거할동안에이말씀을

알지못하는그들의자녀로듣고네하나님여호와경

외하기를배우게할지니라 14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

르시되너의죽을기한이가까왔으니여호수아를불러

서함께회막으로나아오라내가그에게명을내리리

라모세와여호수아가나아가서회막에서니 15여호와

께서구름기둥가운데서장막에나타나시고구름기

둥은장막문위에머물렀더라 16여호와께서모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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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시되너는너의열조와함께자려니와이백성은

들어가거할그땅에서일어나서이방신들을음란히

좇아나를버리며내가그들과세운언약을어길것이

라 17그때에내가그들에게진노하여그들을버리며

내얼굴을숨겨그들에게보이지않게할것인즉그들

이삼킴을당하여허다한재앙과환난이그들에게임

할그때에그들이말하기를이재앙이우리에게임함

은우리하나님이우리중에계시지않은까닭이아니

뇨할것이라 18그들이돌이켜다른신을좇는모든악

행을인하여내가그때에반드시내얼굴을숨기리라

19그러므로이제너희는이노래를써서이스라엘자

손에게가르쳐서그입으로부르게하여이노래로나

를위하여이스라엘자손에게증거가되게하라 20내

가그들의열조에게맹세한바젖과꿀이흐르는땅으

로그들을인도하여들인후에그들이먹어배부르고

살지면돌이켜다른신들을섬기며나를멸시하여내

언약을어기리니 21그들이재앙과환난을당할때에

그들의자손이부르기를잊지아니한이노래가그들

앞에증인처럼되리라나는내가맹세한땅으로그들

을인도하여들이기전오늘날에나는그들의상상하

는바를아노라 22모세가당일에이노래를써서이스

라엘자손에게가르쳤더라 23여호와께서또눈의아들

여호수아에게명하여가라사대너는이스라엘자손을

인도하여내가그들에게맹세한땅으로들어가게하리

니마음을강하게하고담대히하라! 내가너와함께하

리라! 24모세가이율법의말씀을다책에써서마친후

에 25여호와의언약궤를메는레위사람에게명하여

가로되 26 `이 율법책을가져다가너희하나님여호와

의언약궤곁에두어너희에게증거가되게하라 27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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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너희의패역함과목이곧은것을아나니오늘날내

가생존하여너희와함께하여도너희가여호와를거

역하였거든하물며내가죽은후의일이랴 28너희지

파모든장로와유사들을내앞에모으라내가이말씀

을그들의귀에들리고그들에게천지로증거를삼으

리라 29내가알거니와내가죽은후에너희가스스로

부패하여내가너희에게명한길을떠나서여호와의

목전에악을행하여너희의손으로하는일로그를격

노케하므로너희가말세에재앙을당하리라'하니라

30모세가이스라엘총회에게이노래의말씀을끝까지

읽어들리니라

32하늘이여귀를기울이라내가말하리라땅은내입

의말을들을지어다 2나의교훈은내리는비요,나의

말은맺히는이슬이요,연한풀위에가는비요,채소

위에단비로다 3내가여호와의이름을전파하리니너

희는위엄을우리하나님께돌릴지어다! 4그는반석이

시니그공덕이완전하고그모든길이공평하며진실

무망하신하나님이시니공의로우시고정직하시도다 5

그들이여호와를향하여악을행하니하나님의자녀가

아니요흠이있는사곡한종류로다 6우매무지한백성

아여호와께이같이보답하느냐?그는너를얻으신너

의아버지가아니시냐?너를지으시고세우셨도다 7옛

날을기억하라역대의연대를생각하라네아비에게

물으라그가네게설명할것이요네어른들에게물으

라그들이네게이르리로다 8지극히높으신자가열국

의기업을주실때인종을분정하실때에이스라엘자

손의수효대로민족들의경계를정하셨도다 9여호와

의분깃은자기백성이라야곱은그택하신기업이로

다 10여호와께서그를황무지에서, 짐승의부르짖는



신명기 413

광야에서만나시고호위하시며보호하시며자기눈동

자같이지키셨도다 11마치독수리가그보금자리를어

지럽게하며그새끼위에너풀거리며그날개를펴서

새끼를받으며그날개위에그것을업는것같이 12여

호와께서홀로그들을인도하셨고함께한다른신이

없었도다 13여호와께서그로땅의높은곳을타고다

니게하시며밭의소산을먹게하시며반석에서꿀을,

굳은반석에서기름을빨게하시며 14소의젖기름과

양의젖과어린양의기름과바산소산의수양과염소

와지극히아름다운밀을먹이시며또포도즙의붉은

술을마시우셨도다 15그러한데여수룬이살지매발로

찼도다네가살지고부대하고윤택하매자기를지으신

하나님을버리며자기를구원하신반석을경홀히여겼

도다 16그들이다른신으로그의질투를일으키며가

증한것으로그의진노를격발하였도다 17그들은하나

님께제사하지아니하고마귀에게하였으니곧그들의

알지못하던신,근래에일어난새신,너희열조의두

려워하지않던것들이로다 18너를낳은반석은네가

상관치아니하고너를내신하나님은네가잊었도다

19여호와께서보시고미워하셨으니그자녀가그를격

노케한연고로다 20여호와의말씀에내가내얼굴을

숨겨그들에게보이지않게하고그들의종말의어떠

함을보리니그들은심히패역한종류요무신한자녀

임이로다 21그들이하나님이아닌자로나의질투를

일으키며그들의허무한것으로나의진노를격발하였

으니나도백성이되지아니한자로그들의시기가나

게하며우준한민족으로그들의분노를격발하리로다

22내분노의불이일어나서음부깊은곳까지사르며

땅의그소산을삼키며산들의터도붙게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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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ol h7585) 23내가재앙을그들의위에쌓으며나의살

을다하여그들을쏘리로다 24그들이주리므로파리하

며불같은더위와독한파멸에게삼키울것이라내가

들짐승의이와티끌에기는것의독을그들에게보내

리로다 25밖으로는칼에방안에서는놀람에멸망하리

니청년남자와처녀와젖먹는아이와백발노인까지

리로다 26내가그들을흩어서인간에서그기억이끊

어지게하리라하였다마는 27대적을격동할까염려라

원수가오해하고말하기를우리수단이높음이요여호

와의행함이아니라할까염려라하시도다 28그들은

모략이없는국민이라그중에지식이없도다 29그들

이지혜가있어서이것을깨닫고자기의종말을생각

하였으면 30그들의반석이그들을팔지아니하였고여

호와께서그들을내어주지아니하셨더면어찌한사

람이천을쫓으며두사람이만을도망케하였을까 31

대적의반석이우리의반석과같지못하니대적도스

스로판단하도다 32그들의포도나무는소돔의포도나

무요고모라의밭의소산이라그들의포도는쓸개포도

니그송이는쓰며 33그들의포도주는뱀의독이요독

사의악독이라 34이것이내게쌓이고내곳간에봉하

여있지아니한가 35보수는내것이라그들의실족할

그때에갚으리로다그들의환난의날이가까우니당

할그일이속히임하리로다 36여호와께서자기백성

을판단하시고그종들을인하여후회하시리니곧그

들의무력함과갇힌자나놓인자가없음을보시는때

에로다 37여호와의말씀에그들의신들이어디있으며

그들의피하던반석이어디있느냐? 38그들의희생의

고기를먹던것들, 전제의술을마시던것들로일어나

서너희를돕게하라너희의보장이되게하라 39이제



신명기 415

는나곧내가그인줄알라나와함께하는신이없도

다내가죽이기도하며살리기도하며상하게도하며

낫게도하나니내손에서능히건질자없도다 40내가

하늘을향하여내손을들고말하노라나의영원히삶

을두고맹세하노니 41나의번쩍이는칼을갈며내손

에심판을잡고나의대적에게보수하며나를미워하

는자에게보응할것이라 42나의화살로피에취하게

하고나의칼로그고기를삼키게하리니곧피살자와

포로된자의피요대적의장관의머리로다하시도다

43너희열방은주의백성과즐거워하라! 주께서그종

들의피를갚으사그대적에게보수하시고자기땅과

백성을위하여속죄하시리로다 44모세와눈의아들호

세아가와서이노래의모든말씀을백성에게말하여

들리니라 45모세가이모든말씀을온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마치고 46그들에게이르되 `내가오늘날너

희에게증거한모든말을너희마음에두고너희자녀

에게명하여이율법의모든말씀을지켜행하게하라

47이는너희에게허사가아니라너희의생명이니이

일로인하여너희가요단을건너얻을땅에서너희의

날이장구하리라' 48당일에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

가라사대 49너는여리고맞은편모압땅에있는아바

림산에올라느보산에이르러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

기업으로주는가나안땅을바라보라 50네형아론이

호르산에서죽어그조상에게로돌아간것같이너도

올라가는이산에서죽어네조상에게로돌아가리니

51이는너희가신광야가데스의므리바물가에서이

스라엘자손중내게범죄하여나의거룩함을이스라엘

자손중에서나타내지아니한연고라 52내가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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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에게주는땅을네가바라보기는하려니와그리로

들어가지는못하리라하시니라

33하나님의사람모세가죽기전에이스라엘자손을

위하여축복함이이러하니라 2일렀으되여호와께서

시내에서오시고세일산에서일어나시고바란산에서

비취시고일만성도가운데서강림하셨고그오른손에

는불같은율법이있도다 3여호와께서백성을사랑하

시나니모든성도가그수중에있으며주의발아래에

앉아서주의말씀을받는도다 4모세가우리에게율법

을명하였으니곧야곱의총회의기업이로다 5여수룬

에왕이있었으니곧백성의두령이모이고이스라엘

모든지파가함께한때에로다 6르우벤은살고죽지

아니하고그인수가적지않기를원하도다 7유다에대

한축복은이러하니라일렀으되여호와여! 유다의음

성을들으시고그백성에게로인도하시오며그손으로

자기를위하여싸우게하시고주께서도우사그로그

대적을치게하시기를원하나이다 8레위에대하여는

일렀으되주의둠밈과우림이주의경건한자에게있

도다주께서그를맛사에서시험하시고므리바물가

에서그와다투셨도다 9그는그부모에게대하여이르

기를내가그들을보지못하였다하며그형제들을인

정치아니하며그자녀를알지아니한것은주의말씀

을준행하고주의언약을지킴을인함이로다 10주의

법도를야곱에게, 주의율법을이스라엘에게가르치며

주앞에분향하고온전한번제를주의단위에드리리

로다 11여호와여! 그재산을풍족케하시고그손의일

을받으소서! 그를대적하여일어나는자와미워하는

자의허리를꺽으사다시일어나지못하게하옵소서!

12베냐민에대하여는일렀으되여호와의사랑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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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그곁에안전히거하리로다여호와께서그를날

이맞도록보호하시고그로자기어깨사이에처하게

하시리로다 13요셉에대하여는일렀으되원컨대그땅

이여호와께복을받아하늘의보물인이슬과땅아래

저장한물과 14태양이결실케하는보물과태음이자

라게하는보물과 15옛산의상품물과영원한작은산

의보물과 16땅의보물과거기충만한것과가시떨기

나무가운데거하시던자의은혜로인하여복이요셉

의머리에, 그형제중구별한자의정수리에임할지로

다 17그는첫수송아지같이위엄이있으니그뿔이들

소의뿔같도다이것으로열방을받아땅끝까지이르

리니곧에브라임의만민이요므낫세의천천이리로다

18스불론에대하여는일렀으되스불론이여너는나감

을기뻐하라잇사갈이여! 너는장막에있음을즐거워

하라! 19그들이열국백성을불러산에이르게하고거

기서의로운제사를드릴것이며바다의풍부한것, 모

래에감추인보배를흡수하리로다 20갓에대하여는일

렀으되갓을광대케하시는자에게찬송을부를지어다

! 갓이암사자같이엎드리고팔과정수리를찢는도다

21그가자기를위하여먼저기업을택하였으니곧법

세운자의분깃으로예비된것이로다그가백성의두

령들과함께와서여호와의공의와이스라엘과세우신

법도를행하도다 22단에대하여는일렀으되단은바산

에서뛰어나오는사자의새끼로다 23납달리에대하여

는일렀으되은혜가족하고여호와의복이가득한납

달리여! 너는서방과남방을얻을지로다 24아셀에대

하여는일렀으되아셀은다자한복을받으며그형제

에게기쁨이되며그발이기름에잠길지로다 25네문

빗장은철과놋이될것이니네사는날을따라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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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으리로다 26여수룬이여! 하나님같은자없도다

그가너를도우시려고하늘을타시고궁창에서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영원하신하나님이너의처소가되

시니그영원하신팔이네아래있도다그가네앞에서

대적을쫓으시며멸하라하시도다 28이스라엘이안전

히거하며야곱의샘은곡식과새포도주의땅에홀로

있나니곧그의하늘이이슬을내리는곳에로다 29이

스라엘이여! 너는행복자로다! 여호와의구원을너같

이얻은백성이누구뇨그는너를돕는방패시요너의

영광의칼이시로다네대적이네게복종하리니네가

그들의높은곳을밟으리로다

34모세가모압평지에서느보산에올라여리고맞은

편비스가산꼭대기에이르매여호와께서길르앗온

땅을단까지보이시고 2또온납달리와에브라임과므

낫세의땅과서해까지의유다온땅과 3남방과종려의

성읍여리고골짜기평지를소알까지보이시고 4여호

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이는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에게맹세하여그후손에게주리라한땅이라내

가네눈으로보게하였거니와너는그리로건너가지

못하리라하시매 5이에여호와의종모세가여호와의

말씀대로모압땅에서죽어 6벧브올맞은편모압땅에

있는골짜기에장사되었고오늘까지그묘를아는자

없으니라 7모세의죽을때나이일백이십세나그눈

이흐리지아니하였고기력이쇠하지아니하였더라 8

이스라엘자손이모압평지에서애곡하는기한이맞도

록모세를위하여삼십일을애곡하니라 9모세가눈의

아들여호수아에게안수하였으므로그에게지혜의신

이충만하니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

하신대로여호수아의말을순종하였더라 10그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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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모세와같은선지자가일어나지못하였나

니모세는여호와께서대면하여아시던자요 11여호와

께서그를애굽땅에보내사바로와그모든신하와그

온땅에모든이적과기사와 12모든큰권능과위엄을

행하게하시매온이스라엘목전에서그것을행한자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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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
1여호와의종모세가죽은후에여호와께서모세의

시종눈의아들여호수아에게일러가라사대 2내종

모세가죽었으니이제너는이모든백성으로더불어

일어나이요단을건너내가그들곧이스라엘자손에

게주는땅으로가라 3내가모세에게말한바와같이

무릇너희발바닥으로밟는곳을내가다너희에게주

었노니 4곧광야와이레바논에서부터큰하수유브라

데에이르는헷족속의온땅과또해지는편대해까지

너희지경이되리라 5너의평생에너를능히당할자

없으리니내가모세와함께있던것같이너의함께있

을것임이라내가너를떠나지아니하며버리지아니

하리니 6마음을강하게하라! 담대히하라! 너는이백

성으로내가그조상에게맹세하여주리라한땅을얻

게하리라 7오직너는마음을강하게하고극히담대

히하여나의종모세가네게명한율법을다지켜행하

고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말라!그리하면어디로가

든지형통하리니 8이율법책을네입에서떠나지말게

하며주야로그것을묵상하여그가운데기록한대로

다지켜행하라! 그리하면네길이평탄하게될것이라

네가형통하리라! 9내가네게명한것이아니냐?마음

을강하게하고담대히하라! 두려워말며놀라지말라!

네가어디로가든지네하나님여호와가너와함께하

느니라! 하시니라 10이에여호수아가백성의유사들에

게명하여가로되 11 `진 중에두루다니며백성에게명

하여이르기를양식을예비하라삼일안에너희가이

요단을건너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주사

얻게하시는땅을얻기위하여들어갈것임이니라하

라' 12여호수아가또르우벤지파와, 갓지파와 13므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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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지파에게일러가로되 `여호와의종모세가너희

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

게안식을주시며이땅을너희에게주시리라하였나

니너희는그말을기억하라 14너희처자와가축은모

세가너희에게준요단이편땅에머무르려니와너희

용사들은무장하고너희의형제보다앞서건너가서그

들을돕고 15여호와께서너희로안식하게하신것같

이너희형제도안식하게되며그들도너희하나님여

호와께서주시는땅을얻게되거든너희는너희소유

지곧여호와의종모세가너희에게준요단이편해돋

는편으로돌아와서그것을차지할지니라' 16그들이

여호수아에게대답하여가로되 `당신이우리에게명하

신것은우리가다행할것이요당신이우리를보내시

는곳에는우리가가리이다 17그들이여호수아에게대

답하여가로되 `당신이우리에게명하신것은우리가

다행할것이요당신이우리를보내시는곳에는우리

가가리이다우리는범사에모세를청종한것같이당

신을청종하려니와오직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서모

세와함께계시던것같이당신과함께계시기를원하

나이다 18누구든지당신의명령을거역하며무릇당신

의시키는말씀을청종치아니하는자그는죽임을당

하리니오직당신은마음을강하게하시며담대히하

소서!'

2눈의아들여호수아가싯딤에서두사람을정탐으로

가만히보내며그들에게이르되가서그땅과여리고

를엿보라하매그들이가서라합이라하는기생의집

에들어가거기서유숙하더니 2혹이여리고왕에게고

하여가로되 `보소서이밤에이스라엘자손몇사람이

땅을탐지하러이리로들어왔나이다' 3여리고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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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합에게기별하여가로되 `네게로와서네집에들어

간사람들을끌어내라그들은이온땅을탐지하러왔

느니라' 4그여인이그두사람을이미숨긴지라가로

되 `과연그사람들이내게왔었으나그들이어디로서

인지나는알지못하였고 5그사람들이어두워성문을

닫을때쯤되어나갔으니어디로갔는지알지못하되

급히따라가라그리하면그들에게미치리라' 하였으나

6실상은그가이미그들을이끌고지붕에올라가서그

지붕에벌여놓은삼대에숨겼더라 7그사람들은요단

길로나루턱까지따라갔고그따르는자들이나가자

곧성문을닫았더라 8두사람이눕기전에라합이지

붕에올라가서그들에게이르러 9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땅을너희에게주신줄을내가아노라우리가너희

를심히두려워하고이땅백성이다너희앞에간담이

녹나니 10이는너희가애굽에서나올때에여호와께서

너희앞에서홍해물을마르게하신일과너희가요단

저편에있는아모리사람의두왕시혼과옥에게행한

일곧그들을전멸시킨일을우리가들었음이라 11우

리가듣자곧마음이녹았고너희의연고로사람이정

신을잃었나니너희하나님여호와는상천하지에하

나님이시니라! 12그러므로청하노니내가너희를선대

하였은즉너희도내아버지의집을선대하여나의부

모와남녀형제와무릇그들에게있는모든자를살려

주어우리생명을죽는데서건져내기로이제여호와로

맹세하고내게진실한표를내라' 13 (12절과같음) 14

두사람이그에게이르되 `네가우리의이일을누설치

아니하면우리의생명으로너희를대신이라도할것이

요여호와께서우리에게이땅을주실때에는인자하

고진실하게너를대우하리라' 15라합이그들을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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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줄로달아내리우니그집이성벽위에있으므로그

가성벽위에거하였음이라 16라합이그들에게이르되

`두렵건대따르는사람들이너희를만날까하노니너

희는산으로가서거기사흘을숨었다가따르는자들

이돌아간후에너희길을갈지니라' 17두사람이그에

게이르되 `네가우리로서약케한이맹세에대하여우

리가허물이없게하리니 18우리가이땅에들어올때

에우리를달아내리운창에이붉은줄을내고네부모

와형제와네아비의가족을다네집에모으라 19누구

든지네집문을나서거리로가면그피가그의머리로

돌아갈것이요우리는허물이없으리라그러나누구든

지너와함께집에있는자에게누가손을대면그피는

우리의머리로돌아오려니와 20네가우리의이일을

누설하면네가우리로서약케한맹세에대하여우리

에게허물이없으리라' 21라합이가로되 `너희의말대

로할것이라' 하고그들을보내어가게하고붉은줄을

창문에매니라 22그들이가서산에이르러따르는자

가돌아가도록사흘을거기유하매따르는자가그들

을길에서두루찾다가만나지못하니라 23그두사람

이돌이켜산에서내려와강을건너눈의아들여호수

아에게나아와서그당한모든일을고하고 24또여호

수아에게이르되 `진실로여호와께서그온땅을우리

손에붙이셨으므로그땅의모든거민이우리앞에서

간담이녹더이다'

3여호수아가아침에일찌기일어나서이스라엘사람

들로더불어싯딤에서떠나요단에이르러서는건너지

아니하고거기서유숙하니라 2삼일후에유사들이진

중으로두루다니며 3백성에게명하여가로되 `너희는

레위사람제사장들이너희하나님여호와의언약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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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는것을보거든너희곳을떠나그뒤를좇으라 4그

러나너희와그사이상거가이천규빗쯤되게하고그

것에가까이하지는말라그리하면너희행할길을알

리니너희가이전에이길을지나보지못하였음이니라

' 5여호수아가또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스스로성

결케하라!여호와께서내일너희가운데기사를행하

시리라' 6여호수아가또제사장들에게일러가로되

`언약궤를메고백성앞서건너라'하매곧언약궤를메

고백성앞서나아가니라 7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내가오늘부터시작하여너를온이스라엘의

목전에서크게하여내가모세와함께있던것같이너

와함께있는것을그들로알게하리라 8너는언약궤

를멘제사장들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가요단물

가에이르거든요단에들어서라하라 9여호수아가이

스라엘자손에게이르되 `이리와서너희하나님여호

와의말씀을들으라' 하고 10또말하되 `사시는하나님

이너희가운데계시사가나안족속과, 헷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

과, 여부스족속을너희앞에서정녕히쫓아내실줄을

이일로너희가알리라 11보라, 온땅의주의언약궤가

너희앞서요단으로들어가나니 12이제이스라엘지파

중에서매지파에한사람씩십이명을택하라 13온땅

의주여호와의궤를멘제사장들의발바닥이요단물

을밟고멈추면요단물곧위에서부터흘러내리던물

이끊어지고쌓여서리라' 14백성이요단을건너려고

자기들의장막을떠날때에제사장들은언약궤를메고

백성앞에서행하니라 15 (요단이모맥거두는시기에

는항상언덕에넘치더라) 궤를멘자들이요단에이르

며궤를멘제사장들의발이물가에잠기자 16곧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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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흘러내리던물이그쳐서심히멀리사르단에

가까운아담읍변방에일어나쌓이고아라바의바다

염해로향하여흘러가는물은온전히끊어지매백성이

여리고앞으로바로건널새 17여호와의언약궤를멘

제사장들은요단가운데마른땅에굳게섰고온이스

라엘백성은마른땅으로행하여요단을건너니라

4온백성이요단건너기를마치매여호와께서여호수

아에게일러가라사대 2백성의매지파에한사람씩

열두사람을택하고 3그들에게명하여이르기를요단

가운데제사장들의발이굳게선그곳에서돌열둘을

취하고그것을가져다가오늘밤너희의유숙할그곳

에두라하라 4여호수아가이스라엘자손중에서매

지파에한사람씩예비한그열두사람을불러서 5그

들에게이르되 `요단가운데너희하나님여호와의궤

앞으로들어가서이스라엘자손들의지파수대로각기

돌한개씩취하여어깨에메라 6이것이너희중에표

징이되리라후일에너희자손이물어가로되이돌들

은무슨뜻이뇨?하거든 7그들에게이르기를요단물

이여호와의언약궤앞에서끊어졌었나니곧언약궤가

요단을건널때에요단물이끊어졌으므로이돌들이

이스라엘자손에게영영한기념이되리라' 하라 8이스

라엘자손들이여호수아의명한대로행하되여호와께

서여호수아에게이르신대로이스라엘자손들의지파

수를따라요단가운데서돌열둘을취하여자기들의

유숙할곳으로가져다가거기두었더라 9여호수아가

또요단가운데곧언약궤를멘제사장들의발이선곳

에돌열둘을세웠더니오늘까지거기있더라 10궤를

멘제사장들이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명하사백성

에게이르게하신일곧모세가여호수아에게명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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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마치기까지요단가운데섰고백성은속히건넜

으며 11모든백성이건너기를마친후에여호와의궤

와제사장들이백성의목전에서건넜으며 12르우벤자

손과갓자손과므낫세반지파는모세가그들에게이

른것같이무장하고이스라엘자손들보다앞서건너

갔으니 13사만명가량이라무장하고여호와앞에서건

너가서싸우려고여리고평지에이르니라 14그날에

여호와께서모든이스라엘의목전에서여호수아를크

게하시매그의생존한날동안에백성이두려워하기

를모세를두려워하던것같이하였더라 15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일러가라사대 16증거궤를멘제사장들

을명하여요단에서올라오게하라하신지라 17여호수

아가제사장들에게명하여 `요단에서올라오라' 하매

18여호와의언약궤를멘제사장들이요단가운데서나

오며그발바닥으로육지를밟는동시에요단물이본

곳으로도로흘러여전히언덕에넘쳤더라 19정월십

일에백성이요단에서올라와서여리고동편지경길

갈에진치매 20여호수아가그요단에서가져온열두

돌을길갈에세우고 21이스라엘자손들에게일러가로

되 `후일에너희자손이그아비에게묻기를이돌은무

슨뜻이냐? 하거든 22너희는자손에게알게하여이르

기를이스라엘이마른땅을밟고이요단을건넜음이

라 23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요단물을너희앞에마

르게하사너희로건너게하신것이너희하나님여호

와께서우리앞에홍해를말리시고우리로건너게하

심과같았나니 24이는땅의모든백성으로여호와의

손이능하심을알게하며너희로너희하나님여호와

를영원토록경외하게하려하심이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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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단서편의아모리사람의모든왕과해변의가나

안사람의모든왕이여호와께서요단물을이스라엘

자손들앞에서말리시고우리를건네셨음을듣고마음

이녹았고이스라엘자손들의연고로정신을잃었더라

2그때에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되너는부

싯돌로칼을만들어이스라엘자손들에게다시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여호수아가부싯돌로칼을만들어할

례산에서이스라엘자손들에게할례를행하니라 4여

호수아가할례를시행한까닭은이것이니애굽에서나

온모든백성중남자곧모든군사는애굽에서나온후

광야노중에서죽었는데 5그나온백성은다할례를

받았으나오직애굽에서나온후광야노중에서난자

는할례를받지못하였음이라 6이스라엘자손들이여

호와의말씀을청종치아니하므로여호와께서그들에

게대하여맹세하사그들의열조에게맹세하여우리에

게주마하신땅곧젖과꿀이흐르는땅을그들로보지

못하게하리라하시매애굽에서나온족속곧군사들

이다멸절하기까지사십년동안을광야에행하였더니

7그들의대를잇게하신이자손에게여호수아가할례

를행하였으니길에서는그들에게할례를행치못하였

으므로할례없는자가되었음이었더라 8온백성에게

할례행하기를필하매백성이진중각처소에처하여

낫기를기다릴때에 9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

시되내가오늘날애굽의수치를너희에게서굴러가게

하였다하셨으므로그곳이름을오늘까지길갈이라하

느니라 10이스라엘자손들이길갈에진쳤고그달십

사일저녁에는여리고평지에서유월절을지켰고 11유

월절이튿날에그땅소산을먹되그날에무교병과볶

은곡식을먹었더니 12그땅소산을먹은다음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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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그쳤으니이스라엘사람들이다시는만나를얻지

못하였고그해에가나안땅의열매를먹었더라 13여

호수아가여리고에가까왔을때에눈을들어본즉한

사람이칼을빼어손에들고마주섰는지라여호수아

가나아가서그에게묻되 '너는우리를위하느냐?우리

의대적을위하느냐?' 14그가가로되 `아니라나는여

호와의군대장관으로이제왔느니라'여호수아가땅

에엎드려절하고가로되 '나의주여! 종에게무슨말씀

을하려하시나이까?' 15여호와의군대장관이여호수

아에게이르되 `네발에서신을벗으라! 네가선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그대로행하니라

6이스라엘자손들로인하여여리고는굳게닫혔고출

입하는자없더라 2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

되보라, 내가여리고와그왕과용사들을네손에붙였

으니 3너희모든군사는성을둘러성주위를매일한

번씩돌되엿새동안을그리하라 4제사장일곱은일곱

양각나팔을잡고언약궤앞에서행할것이요제칠일

에는성을일곱번돌며제사장들은나팔을불것이며 5

제사장들이양각나팔을길게울려불어서그나팔소

리가너희에게들릴때에는백성은다큰소리로외쳐

부를것이라그리하면그성벽이무너져내리리니백

성은각기앞으로올라갈지니라하시매 6눈의아들여

호수아가제사장들을불러서그들에게이르되너희는

언약궤를메고일곱제사장은일곱양각나팔을잡고

여호와의궤앞에서행하라하고 7또백성에게이르되

나아가서성을돌되무장한자들이여호와의궤앞에

행할지니라 8여호수아가백성에게이르기를마치매

제사장일곱이일곱양각나팔을잡고여호와앞에서

진행하며나팔을불고여호와의언약궤는그뒤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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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9무장한자들은나팔부는제사장들앞에서진행

하며후군은궤뒤에행하고제사장들은나팔을불며

행하더라 10여호수아가백성에게명하여가로되 `너

희는외치지말며너희음성을들레지말며너희입에

서아무말도내지말라그리하다가내가너희에게명

하여외치라하는날에외칠지니라' 하고 11여호와의

궤로성을한번돌게하니라무리가진에돌아와서진

에서자니라 12여호수아가아침에일찌기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여호와의궤를메고 13일곱제사장은일곱

양각나팔을잡고여호와의궤앞에서계속진행하며

나팔을불고무장한자들은그앞에행하며후군은여

호와의궤뒤에행하고제사장들은나팔을불며행하

니라 14그제이일에도성을한번돌고진에돌아오니

라엿새동안을이같이행하니라 15제칠일새벽에그

들이일찌기일어나서여전한방식으로성을일곱번

도니성을일곱번돌기는그날뿐이었더라 16일곱번째

에제사장들이나팔을불때에여호수아가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너희에게이성을주셨느

니라! 17이성과그가운데모든물건은여호와께바치

니기생라합과무릇그집에동거하는자는살리라! 이

는그가우리의보낸사자를숨겼음이니라 18너희는

바칠물건을스스로삼가라너희가그것을바친후에

그바친어느것이든지취하면이스라엘진으로바침

이되어화를당케할까두려워하노라 19은, 금과동철

기구들은다여호와께구별될것이니그것을여호와의

곳간에들일지니라' 20이에백성은외치고제사장들은

나팔을불매백성이나팔소리를듣는동시에크게소

리질러외치니성벽이무너져내린지라백성이각기

앞으로나아가성에들어가서그성을취하고 21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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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는것을다멸하되남녀노유와우양과나귀를칼

날로멸하니라 22여호수아가그땅을정탐한두사람

에게이르되 `그기생의집에들어가서너희가그여인

에게맹세한대로그와그에게속한모든것을이끌어

내라'하매 23정탐한소년들이들어가서라합과그부

모와그형제와그에게속한모든것을이끌어내고또

그친족도다이끌어내어그들을이스라엘진밖에두

고 24무리가불로성읍과그가운데있는모든것을사

르고은, 금과동철기구는여호와의집곳간에두었더

라 25여호수아가기생라합과그아비의가족과그에

게속한모든것을살렸으므로그가오늘날까지이스

라엘중에거하였으니이는여호수아가여리고를탐지

하려고보낸사자를숨겼음이었더라 26여호수아가그

때에맹세로무리를경계하여가로되 `이여리고성을

누구든지일어나서건축하는자는여호와앞에서저주

를받을것이라그기초를쌓을때에장자를잃을것이

요문을세울때에계자를잃으리라'하였더라 27여호

와께서여호수아와함께하시니여호수아의명성이그

온땅에퍼지니라

7이스라엘자손들이바친물건을인하여범죄하였으

니이는유다지파세라의증손삽디의손자갈미의아

들아간이바친물건을취하였음이라여호와께서이스

라엘자손들에게진노하시니라 2여호수아가여리고

에서사람을벧엘동편벧아웬곁에있는아이로보내

며그들에게일러가로되 '올라가서그땅을정탐하라'

하매그사람들이올라가서아이를정탐하고 3여호수

아에게로돌아와서그에게이르되 `백성을다올라가

게말고이삼천명만올라가서아이를치게하소서그

들은소수니모든백성을그리로보내어수고롭게마



여호수아 431

소서' 하므로 4백성중삼천명쯤그리로올라갔다가아

이사람앞에서도망하니 5아이사람이그들의삼십

륙인쯤죽이고성문앞에서부터스바림까지쫓아와서

내려가는비탈에서쳤으므로백성의마음이녹아물

같이된지라 6여호수아가옷을찢고이스라엘장로들

과함께여호와의궤앞에서땅에엎드려머리에티끌

을무릅쓰고저물도록있다가 7여호수아가가로되 `슬

프도소이다,주여호와여!어찌하여이백성을인도하

여요단을건너게하시고우리를아모리사람의손에

붙여멸망시키려하셨나이까?우리가요단저편을족

하게여겨거하였더면좋을뻔하였나이다 8주여!이

스라엘이그대적앞에서돌아섰으니내가무슨말을

하오리이까? 9가나안사람과이땅모든거민이이를

듣고우리를둘러싸고우리이름을세상에서끊으리니

주의크신이름을위하여어떻게하시려나이까?' 10여

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되일어나라!어찌하여

이렇게엎드렸느냐? 11이스라엘이범죄하여내가그

들에게명한나의언약을어기었나니곧그들이바친

물건을취하고도적하고사기하여자기기구가운데

두었느니라 12그러므로이스라엘자손들이자기대적

을능히당치못하고그앞에서돌아섰나니이는자기

도바친것이됨이라그바친것을너희중에서멸하지

아니하면내가다시는너희와함께있지아니하리라

13너는일어나서백성을성결케하여이르기를너희는

스스로성결케하여내일을기다리라이스라엘의하나

님여호와의말씀에이스라엘아!너의중에바친물건

이있나니네가그바친물건을너의중에서제하기전

에는너의대적을당치못하리라 14아침에너희는너

희지파대로가까이나아오라여호와께뽑히는지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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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족속대로가까이나아올것이요여호와께뽑히는

족속은그가족대로가까이나아올것이요여호와께

뽑히는가족은각남자대로가까이나아올것이며 15

바친물건을가진자로뽑힌자를불사르되그와그모

든소유를그리하라이는여호와의언약을어기고이

스라엘가운데서망령된일을행하였음이라하셨다

하라 16이에여호수아가아침일찌기일어나서이스라

엘을그지파대로가까이나아오게하였더니유다지

파가뽑혔고 17유다족속을가까이나아오게하였더니

세라족속이뽑혔고세라족속의각남자를가까이나

아오게하였더니삽디가뽑혔고 18삽디의가족각남

자를가까이나아오게하였더니유다지파세라의증

손이요삽디의손자요갈미의아들인아간이뽑혔더라

19여호수아가아간에게이르되 `내아들아청하노라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영광을돌려그앞에자

복하고네행한일을내게고하라그일을내게숨기지

말라' 20아간이여호수아에게대답하여가로되 `참으

로나는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범죄하여여차여

차히행하였나이다 21내가노략한물건중에시날산의

아름다운외투한벌과은이백세겔과오십세겔중의

금덩이하나를보고탐내어취하였나이다보소서! 이

제그물건들을내장막가운데땅속에감추었는데은

은그밑에있나이다' 22이에여호수아가사자를보내

매그의장막에달려가본즉물건이그의장막안에감

취었는데은은그밑에있는지라 23그들이그것을장

막가운데서취하여여호수아와이스라엘모든자손에

게로가져오매그들이그것을여호와앞에놓으니라

24여호수아가이스라엘모든사람으로더불어세라의

아들아간을잡고그은과,외투와,금덩이와,그아들



여호수아 433

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속한모든것을이끌고아골골짜기로가서 25

여호수아가가로되 `네가어찌하여우리를괴롭게하

였느뇨?여호와께서오늘날너를괴롭게하시리라'하

니온이스라엘이그를돌로치고그것들도돌로치고

불사르고 26그위에돌무더기를크게쌓았더니오늘

날까지있더라여호와께서그극렬한분노를그치시니

그러므로그곳이름을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부

르더라

8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되두려워말라!놀

라지말라! 군사를다거느리고일어나아이로올라가

라보라, 내가아이왕과, 그백성과, 그성읍과, 그땅을

다네손에주었노니 2너는여리고와그왕에게행한

것같이아이와그왕에게행하되오직거기서탈취할

물건과가축은스스로취하라너는성뒤에복병할지

니라 3이에여호수아가일어나서군사와함께아이로

올라가려하여용사삼만명을뽑아밤에보내며 4그들

에게명하여가로되 `너희는성읍뒤로가서성읍을향

하고매복하되그성읍에너무멀리하지말고다스스

로예비하라! 5나와나를좇는모든백성은다성읍으

로가까이가리니그들이처음과같이우리에게로쳐

올라올것이라그리할때에우리가그들앞에서도망

하면 6그들이나와서우리를따르며스스로이르기를

그들이처음과같이우리앞에서도망한다하고우리

의유인을받아그성읍에서멀리떠날것이라우리가

그앞에서도망하거든 7너희는매복한곳에서일어나

서그성읍을점령하라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

손에붙이시리라 8너희가성읍을취하거든그것을불

살라여호와의말씀대로행하라보라,내가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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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느니라' 하고 9그들을보내매그들이복병할곳

으로가서아이서편벧엘과아이사이에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그밤에백성가운데서잤더라 10여호수아

가아침에일찌기일어나서백성을점고하고이스라엘

장로들로더불어백성앞서아이로올라가매 11그를

좇은군사가다올라가서성읍앞에가까이이르러아

이북편에진치니그와아이사이에는한골짜기가있

었더라 12그가오천명가량을택하여성읍서편벧엘

과아이사이에또매복시키니 13이와같이성읍북편

에는온군대가있고성읍서편에는복병이있었더라

여호수아가그밤에골짜기가운데로들어가니 14아이

왕이이를보고그성읍백성과함께일찌기일어나서

급히나가아라바앞에이르러정한때에이스라엘과

싸우려하고성읍뒤에복병이있는줄은알지못하였

더라 15여호수아와온이스라엘이그들앞에서거짓

패하여광야길로도망하매 16그성모든백성이그들

을따르려고모여서여호수아를따르며유인함을입어

성을멀리떠나니 17아이와벧엘에이스라엘을따라가

지아니한자가하나도없으며성문을열어놓고이스

라엘을따랐더라 18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

되네손에잡은단창을들어아이를가리키라! 내가이

성읍을네손에주리라여호수아가그손에잡은단창

을들어성읍을가리키니 19그손을드는순간에복병

이그처소에서급히일어나성읍에달려들어가서점

령하고곧성읍에불을놓았더라 20아이사람이뒤를

돌아본즉그성읍에연기가하늘에닿은것이보이니

이길로도저길로도도망할수없이되었고광야로도

망하던이스라엘백성은그따르던자에게로돌이켰더

라 21여호수아와온이스라엘이그복병이성읍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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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함과성읍에연기가오름을보고다시돌이켜아이

사람을죽이고 22복병도성읍에서나와그들을치매

그들이이스라엘중간에든지라혹은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쳐죽여서한사람도남거나도망하지못하

게하였고 23아이왕을사로잡아여호수아앞으로끌

어왔더라 24이스라엘이자기를광야로따르던아이

모든거민을들에서죽이되그들을다칼날에엎드러

지게하여진멸하기를마치고온이스라엘이아이로

돌아와서칼날로죽이매 25그날에아이사람의전부

가죽었으니남녀가일만이천이라 26아이거민을진

멸하기까지여호수아가단창을잡아든손을거두지

아니하였고 27오직그성읍의가축과노략한것은여

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명하신대로이스라엘이탈취

하였더라 28이에여호수아가아이를불살라그것으로

영원한무더기를만들었더니오늘까지황폐하였으며

29그가또아이왕을저녁때까지나무에달았다가해

질때에명하여그시체를나무에서내려그성문어귀

에던지고그위에돌로큰무더기를쌓았더니그것이

오늘까지있더라 30때에여호수아가이스라엘의하나

님여호와를위하여에발산에한단을쌓았으니 31이

는여호와의종모세가이스라엘자손에게명한것과

모세의율법책에기록된대로철연장으로다듬지아

니한새돌로만든단이라무리가여호와께번제와화

목제를그위에드렸으며 32여호수아가거기서모세의

기록한율법을이스라엘자손의목전에서그돌에기

록하매 33온이스라엘과그장로들과유사들과재판장

들과본토인뿐아니라이방인까지여호와의언약궤를

멘레위사람제사장들앞에서궤의좌우에서되절반

은그리심산앞에, 절반은에발산앞에섰으니이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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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여호와의종모세가이스라엘백성에게축복하라

고명한대로함이라 34그후에여호수아가무릇율법

책에기록된대로축복과저주하는율법의모든말씀

을낭독하였으니 35모세의명한것은여호수아가이스

라엘온회중과여인과아이와그들중에동거하는객

들앞에낭독하지아니한말이하나도없었더라

9요단서편산지와평지와레바논앞대해변에있는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

과,히위사람과,여부스사람의모든왕이이일을듣

고 2모여서일심으로여호수아와이스라엘로더불어

싸우려하더라 3기브온거민들이여호수아의여리고

와아이에행한일을듣고 4꾀를내어사신의모양을

꾸미되해어진전대와해어지고찢어져서기운가죽

포도주부대를나귀에싣고 5그발에는낡아기운신

을신고낡은옷을입고다마르고곰팡이난떡을예비

하고 6그들이길갈진으로와서여호수아에게이르러

그와이스라엘사람들에게이르되 `우리는원방에서

왔나이다이제우리와약조하사이다' 7이스라엘사람

들이히위사람들에게이르되 `너희가우리중에거하

는듯하니우리가어떻게너희와약조할수있으랴' 8

그들이여호수아에게이르되 `우리는당신의종이니이

다'여호수아가그들에게묻되 `너희는누구며어디서

왔느뇨?' 9그들이여호수아에게대답하되 `종들은당

신의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인하여심히먼지방에

서왔사오니이는우리가그의명성과그가애굽에서

행하신모든일을들으며 10또그가요단동편에있는

아모리사람의두왕곧헤스본왕시혼과아스다롯에

있는바산왕옥에게행하신모든일을들었음이니이

다 11그러므로우리장로들과우리나라의모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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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에게일러가로되너희는여행할양식을손에

가지고가서그들을맞아서그들에게이르기를우리는

당신들의종이니청컨대이제우리와약조하사이다하

라하였나이다 12우리의이떡은우리가당신들에게로

오려고떠나던날에우리들의집에서오히려뜨거운

것을양식으로취하였더니보소서이제말랐고곰팡이

났으며 13또우리가포도주를담은이가죽부대도새

것이더니찢어지게되었으며우리의이옷과신도여

행이심히길므로인하여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무

리가그들의양식을취하고어떻게할것을여호와께

묻지아니하고 15여호수아가곧그들과화친하여그들

을살리리라는언약을맺고회중족장들이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그들과언약을맺은후삼일이지나서

야그들은근린에있어자기들중에거주하는자라함

을들으니라 17이스라엘자손이진행하여제삼일에

그들의여러성읍에이르렀으니그성읍은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18그러나회중

족장들이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로그들에게맹세한

고로이스라엘자손이그들을치지못한지라그러므로

회중이다족장들을원망하니 19모든족장이온회중

에게이르되 `우리가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로그들

에게맹세하였은즉이제그들을건드리지못하리라 20

우리가그들에게맹세한맹약을인하여진노가우리에

게임할까하노니이렇게행하여그들을살리리라' 하

고 21무리에게이르되그들을살리라하니족장들이

그들에게이른대로그들이온회중을위하여나무패

며물긷는자가되었더라 22여호수아가그들을불러

다가일러가로되 `너희가우리가운데거주하거늘어

찌하여우리는너희에게서심히멀다하여우리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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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느냐? 23그러므로너희가저주를받나니너희가영

영히종이되어서다내하나님의집을위하여나무패

며물긷는자가되리라' 24그들이여호수아에게대답

하여가로되 `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서그종모세에

게명하사이땅을다당신들에게주고이땅모든거민

을당신들의앞에서멸하라하신것이당신의종에게

분명히들리므로당신들을인하여우리생명을잃을까

심히두려워하여이같이하였나이다 25보소서! 이제

우리가당신의손에있으니당신의의향에좋고옳은

대로우리에게행하소서' 한지라 26여호수아가곧그

대로그들에게행하여그들을이스라엘자손의손에서

건져서죽이지못하게하니라 27그날에여호수아가

그들로여호와의택하신곳에서회중을위하며여호와

의단을위하여나무패며물긷는자를삼았더니오늘

까지이르니라

10여호수아가아이를취하여진멸하되여리고와그

왕에게행한것같이아이와그왕에게행한것과또기

브온거민이이스라엘과화친하여그중에있다함을

예루살렘왕아도니세덱이듣고 2크게두려워하였으

니이는기브온은왕도와같은큰성임이요아이보다

크고그사람들은다강함이라 3예루살렘왕아도니세

덱이헤브론왕호함과야르뭇왕비람과라기스왕야

비아와에글론왕드빌에게보내어가로되 4 `내게로

올라와나를도우라우리가기브온을치자이는기브

온이여호수아와이스라엘자손으로더불어화친하였

음이니라' 하매 5여호수아가모든군사와용사로더불

어길갈에서올라가니라 6때에여호와께서여호수아

에게이르시되그들을두려워말라! 내가그들을네손

에붙였으니그들의한사람도너를당할자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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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지라 7여호수아가길갈에서밤새도록올라가서

그들에게갑자기이르니 8여호와께서그들을이스라

엘앞에서패하게하시므로여호수아가그들을기브온

에서크게도륙하고벧호론에올라가는비탈에서추격

하여아세가와막게다까지이르니라 9그들이이스라

엘앞에서도망하여벧호론의비탈에서내려갈때에

여호와께서하늘에서큰덩이우박을아세가에이르기

까지내리우시매그들이죽었으니이스라엘자손의칼

에죽은자보다우박에죽은자가더욱많았더라 10여

호와께서아모리사람을이스라엘자손에게붙이시던

날에여호수아가여호와께고하되이스라엘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기브온위에머무르라! 달아! 너

도아얄론골짜기에그리할지어다!' 하매 11태양이머

물고달이그치기를백성이그대적에게원수를갚도

록하였느니라야살의책에기록되기를태양이중천에

머물러서거의종일토록속히내려가지아니하였다하

지아니하였느냐 12여호와께서사람의목소리를들으

신이같은날은전에도없었고후에도없었나니이는

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싸우셨음이니라 13여

호수아가온이스라엘로더불어길갈진으로돌아왔더

라 14그다섯왕이도망하여막게다의굴에숨었더니

15혹이여호수아에게고하여가로되 `막게다의굴에

그다섯왕의숨은것을발견하였나이다' 16여호수아

가가로되 `굴어귀에큰돌을굴려막고사람을그곁

에두어그들을지키게하고 17너희는지체말고너희

대적의뒤를따라가그후군을쳐서그들로자기들의

성읍에들어가지못하게하라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

그들을너희손에붙이셨느니라' 하고 18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자손이그들을크게도륙하여거의진멸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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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남은몇사람은견고한성으로들어가므로 19모

든백성이평안히막게다진으로돌아와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혀를놀려이스라엘자손을대적하는자가

없었더라 20때에여호수아가가로되 `굴어귀를열고

그굴에서그다섯왕을내게로끌어내라' 하매 21그들

이그대로하여그다섯왕곧예루살렘왕과,헤브론

왕과,야르뭇왕과,라기스왕과,에글론왕을굴에서

그에게로끌어내니라 22그왕들을여호수아에게로끌

어내매여호수아가이스라엘모든사람을부르고자기

와함께갔던군장들에게이르되 '가까이와서이왕들

의목을발로밟으라' 가까이와서그들의목을밟으매

23여호수아가군장들에게이르되 `두려워말며놀라지

말고마음을강하게하고담대히하라!너희가더불어

싸우는모든대적에게여호와께서다이와같이하시

리라'하고 24그후에여호수아가그왕들을쳐죽여다

섯나무에매어달고석양까지나무에달린대로두었

다가 25해질때에여호수아가명하매그시체를나무

에서내리어그들의숨었던굴에들여던지고굴어귀

를큰돌로막았더니오늘날까지있더라 26그날에여

호수아가막게다를취하고칼날로그성읍과왕을쳐

서그성읍과그중에있는모든사람을진멸하여한사

람도남기지아니하였으니막게다왕에게행한것이

여리고왕에게행한것과일반이었더라 27여호수아가

온이스라엘로더불어막게다에서립나로나아가서립

나와싸우매 28여호와께서또그성읍과그왕을이스

라엘의손에붙이신지라칼날로그성읍과그중의모

든사람을쳐서멸하여한사람도남기지아니하였으

니그왕에게행한것이여리고왕에게행한것과일반

이었더라 29여호수아가또온이스라엘로더불어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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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라기스로나아가서대진하고싸우더니 30여호와

께서라기스를이스라엘의손에붙이신지라이튿날에

그성읍을취하고칼날로그것과그중의모든사람을

쳐서멸하였으니립나에행한것과일반이었더라 31때

에게셀왕호람이라기스를도우려고올라오므로여

호수아가그와그백성을쳐서한사람도남기지아니

하였더라 32여호수아가온이스라엘로더불어라기스

에서에글론으로나아가서대진하고싸워 33그날에

그성읍을취하고칼날로그것을쳐서그중에있는모

든사람을당일에진멸하였으니라기스에행한것과

일반이었더라 34여호수아가또온이스라엘로더불어

에글론에서헤브론으로올라가서싸워 35그성읍을취

하고그것과그왕과그속한성읍들과그중의모든사

람을칼날로쳐서하나도남기지아니하였으니그성

읍과그중의모든사람을진멸한것이에글론에행한

것과일반이었더라 36여호수아가온이스라엘로더불

어돌아와서드빌에이르러싸워 37그성읍과그왕과

그속한성읍들을취하고칼날로그성읍을쳐서그중

의모든사람을진멸하고하나도남기지아니하였으니

드빌과그왕에게행한것이헤브론에행한것과일반

이요립나와그왕에게행한것과일반이었더라 38이

와같이여호수아가온땅곧산지와남방과평지와경

사지와그모든왕을쳐서하나도남기지아니하고무

릇호흡이있는자는진멸하였으니이스라엘의하나님

여호와의명하신것과같았더라 39여호수아가또가데

스바네아에서가사까지와온고센땅을기브온에이

르기까지치매 40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이스

라엘을위하여싸우신고로여호수아가이모든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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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땅을단번에취하니라 41여호수아가온이스라엘로

더불어길갈진으로돌아왔더라

11하솔왕야빈이이소식을듣고마돈왕요밥과, 시

므론왕과,악삽왕과, 2및북방산지와,긴네롯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돌의높은곳에있는왕들과, 3

동서편가나안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헷사람과, 브리

스사람과, 산지의여부스사람과, 미스바땅헤르몬산

아래히위사람들에게사람을보내매 4그들이그모든

군대를거느리고나왔으니민중이많아해변의수다한

모래같고말과병거도심히많았으며 5이왕들이모

여나아와서이스라엘과싸우려고메롬물가에함께

진쳤더라 6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되그들

을인하여두려워말라! 내일이맘때에내가그들을이

스라엘앞에붙여몰살시키리니너는그들의말뒷발

의힘줄을끊고불로그병거를사르라 7이에여호수

아가모든군사와함께메롬물가로가서졸지에습격

할때에 8여호와께서그들을이스라엘의손에붙이신

고로그들을격파하고큰시돈과미스르봇마임까지

쫓고동편에서는미스바골짜기까지쫓아가서한사람

도남기지아니하고쳐죽이고 9여호수아가여호와께

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행하여그들의말뒷발의힘

줄을끊고불로그병거를살랐더라 10하솔은본래그

모든나라의머리였더니그때에여호수아가돌아와서

하솔을취하고그왕을칼날로쳐죽이고 11그가운데

모든사람을칼날로쳐서진멸하여호흡이있는자는

하나도남기지아니하였고또불로하솔을살랐으며

12여호수아가그왕들의모든성읍과그모든왕을취

하여칼날로쳐서진멸하여여호와의종모세의명한

것과같이하였으되 13여호수아가하솔만불살랐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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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건축된성읍들은이스라엘이불사르지아니하였

으며 14이성읍들의모든재물과가축은이스라엘자

손들이탈취하고모든사람은칼날로쳐서진멸하여

호흡이있는자는하나도남기지아니하였으니 15여호

와께서그종모세에게명하신것을모세는여호수아

에게명하였고여호수아는그대로행하여여호와께서

무릇모세에게명하신것을하나도행치아니한것이

없었더라 16여호수아가이같이그온땅곧산지와온

남방과고센온땅과평지와아라바와이스라엘의산

지와그평지를취하였으니 17곧세일로올라가는할

락산에서부터헤르몬산아래레바논골짜기의바알갓

까지라그모든왕을잡아쳐죽였으며 18여호수아가

그모든왕과싸운지는여러날이라 19기브온거민히

위사람외에는이스라엘자손과화친한성읍이하나

도없고다이스라엘자손에게쳐서취한바되었으니

20그들의마음이강퍅하여이스라엘을대적하여싸우

러온것은여호와께서그리하게하신것이라그들로

저주받은자되게하여은혜를입지못하게하시고여

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진멸하려하심이었더

라 21그때에여호수아가가서산지와헤브론과드빌

과아납과유다온산지와이스라엘의온산지에서아

낙사람을멸절하고그가또그성읍들을진멸하였으

므로 22이스라엘자손의땅안에는아낙사람이하나

도남음이없고가사와가드와아스돗에만약간남았

었더라 23이와같이여호수아가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신말씀대로그온땅을취하여이스라엘지파의

구별을따라기업으로주었더라그땅에전쟁이그쳤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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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스라엘자손이요단저편해돋는편곧아르논

골짜기에서헤르몬산까지의동방온아라바를점령하

고그땅에서쳐죽인왕들은이러하니라 2헤스본에

거하던아모리사람의왕시혼이라그다스리던땅은

아르논골짜기가에있는아로엘에서부터골짜기가운

데성읍과길르앗절반곧암몬자손의지경얍복강까

지며 3또동방아라바긴네롯바다까지며또동방아

라바의바다곧염해의벧여시못으로통한길까지와

남편으로비스가산록까지며 4또르바의남은족속으

로서아스다롯과에브레이에거하던바산왕옥이라 5

그치리하던땅은헤르몬산과살르가와온바산과및

그술사람과마아가사람의지경까지의길르앗절반이

니헤스본왕시혼의지경에접한것이라 6여호와의

종모세와이스라엘자손이그들을치고여호와의종

모세가그땅을르우벤사람과,갓사람과,므낫세반

지파에게기업으로주었더라 7여호수아와이스라엘

자손이요단이편곧서편레바논골짜기의바알갓에

서부터세일로올라가는곳할락산까지에서쳐서멸한

왕들은이러하니그땅을여호수아가이스라엘의구별

을따라그지파에게기업으로주었으니 8곧산지와,

평지와,아라바와,경사지와,광야와,남방곧헷사람

과,아모리사람과,가나안사람과,브리스사람과,히

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땅이라) 9하나는여리고왕

이요, 하나는벧엘곁의아이왕이요 10하나는예루살

렘왕이요, 하나는헤브론왕이요, 하나는야르뭇왕이

요 11하나는라기스왕이요 12하나는에글론왕이요,

하나는게셀왕이요 13하나는드빌왕이요, 하나는게

델왕이요 14하나는호르마왕이요, 하나는아랏왕이

요 15하나는립나왕이요, 하나는아둘람왕이요 16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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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막게다왕이요, 하나는벧엘왕이요 17하나는답

부아왕이요, 하나는헤벨왕이요 18하나는아벡왕이

요, 하나는랏사론왕이요 19하나는마돈왕이요, 하나

는하솔왕이요 20하나는시므론므론왕이요, 하나는

악삽왕이요 21하나는다아낙왕이요, 하나는므깃도

왕이요 22하나는게데스왕이요, 하나는갈멜의욕느

암왕이요 23하나는돌의높은곳의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고임왕이요 24하나는디르사왕이라도합삼

십일왕이었더라

13여호수아가나이많아늙으매여호와께서그에게

이르시되너는나이많아늙었고얻을땅의남은것은

매우많도다 2이남은땅은이러하니블레셋사람의

온지방과그술사람의전경 3곧애굽앞시홀시내에

서부터가나안사람에게속한북방에그론지경까지와

블레셋사람의다섯방백의땅곧가사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사람과, 가드사람과, 에그론사람과,

또남방아위사람의땅과, 4또가나안사람의온땅과,

시돈사람에게속한므아라와, 아모리사람의지경아

벡까지와 5또그발사람의땅과동편온레바논곧헤

르몬산아래바알갓에서부터하맛에들어가는곳까지

와 6또레바논에서부터미스르봇마임까지의산지모

든거민곧모든시돈사람의땅이라내가그들을이스

라엘자손앞에서쫓아내리니너는나의명한대로그

땅을이스라엘에게분배하여기업이되게하되 7너는

이땅을아홉지파와므낫세반지파에게나누어기업

이되게하라하셨더라 8므낫세반지파와함께르우

벤사람과갓사람은요단동편에서그기업을모세에

게받았는데여호와의종모세가그들에게준것은이

러하니 9곧아르논골짜기가에있는아로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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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가운데있는성읍과디본까지이르는메드바

온평지와 10헤스본에도읍하였던아모리사람의왕

시혼의모든성읍곧암몬자손의지경까지와 11길르

앗과및그술사람과마아갓사람의지경과온헤르몬

산과살르가까지이른온바산 12곧르바의남은족속

으로서아스다롯과에드레이에도읍하였던바산왕옥

의온나라라모세가이땅의사람들을쳐서쫓아내었

어도 13그술사람과마아갓사람은이스라엘자손이

쫓아내지아니하였으므로그술과마아갓이오늘날까

지이스라엘가운데거하더라 14오직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기업으로준것이없었으니이는이스라엘

하나님여호와께드리는화제물이그기업이됨이그

에게이르신말씀과같음이었더라 15모세가르우벤자

손의지파에게그가족을따라서주었으니 16그지경

은아르논골짜기가에있는아로엘에서부터골짜기

가운데있는성읍과메드바곁에있는온평지와 17헤

스본과그평지에있는모든성읍곧디본과, 바못바알

과,벧바알므온과, 18야하스와,그데못과,메바앗과,

19기랴다임과,십마와,골짜기가운데산에있는세렛

사할과, 20벧브올과, 비스가산록과, 벧여시못과, 21평

지모든성읍과, 헤스본에도읍한아모리사람시혼의

온나라라모세가시혼을그땅에거하는시혼의방백

곧미디안의귀족에위와,레겜과,술과,훌과,레바와

함께죽였으며 22이스라엘자손이그들을도륙하는중

에브올의아들술사발람도칼날로죽였었더라 23르

우벤자손의서편경계는요단과그강가라이상은르

우벤자손의기업으로그가족대로받은성읍과촌락

이니라 24모세가갓지파곧갓자손에게도그가족을

따라서주었으니 25그지경은야셀과길르앗모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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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과암몬자손의땅절반곧랍바앞의아로엘까지와

26헤스본에서라맛미스베와브도님까지와마하나임

에서드빌지경까지와 27골짜기에있는벧하람과, 벧

니므라와, 숙곳과, 사본곧헤스본왕시혼의나라의남

은땅요단과그강가에서부터요단동편긴네렛바다

의끝까지라 28이는갓자손의기업으로그가족대로

받은성읍과촌락이니라 29모세가므낫세반지파에게

주었으되므낫세자손의반지파에게그가족대로주

었으니 30그지경은마하나임에서부터온바산곧바

산왕옥의전국과바산경내야일의모든고을육십성

읍과 31길르앗절반과바산왕옥의나라성읍아스다

롯과에드레이라이는므낫세의아들마길의자손에게

돌린것이니곧마길자손의절반이그가족대로받으

니라 32요단동편여리고맞은편모압평지에서모세

가분배한기업이이러하여도 33오직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기업을주지아니하였으니이는그들에게말씀

하심같이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서그기업이되

심이었더라

14이스라엘자손이가나안땅에서취한기업곧제사

장엘르아살과눈의아들여호수아와이스라엘자손

지파의족장들이분배한것이아래와같으니라 2여호

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그들의기업을제비뽑

아아홉지파와반지파에게주었으니 3두지파와반

지파의기업은모세가요단저편에서주었음이요레위

자손에게는그들가운데서기업을주지아니하였으니

4요셉자손은므낫세와에브라임의두지파가되었음

이라이땅에서레위사람에게아무분깃도주지아니

하고오직거할성읍들과가축과재물을둘들만줄뿐

으로 5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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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같이행하여그땅을나누었더라 6때에유다자

손이길갈에있는여호수아에게나아오고그니스사람

여분네의아들갈렙이여호수아에게말하되 '여호와께

서가데스바네아에서나와당신에게대하여하나님의

사람모세에게이르신일을당신이아시는바라 7내

나이사십세에여호와의종모세가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보내어이땅을정탐케하므로내마음에성실한

대로그에게보고하였고 8나와함께올라갔던내형제

들은백성의간담을녹게하였으나나는나의하나님

여호와를온전히좇았으므로 9그날에모세가맹세하

여가로되네가나의하나님여호와를온전히좇았은

즉네발로밟는땅은영영히너와네자손의기업이되

리라하였나이다 10이제보소서여호와께서이말씀을

모세에게이르신때로부터이스라엘이광야에행한이

사십오년동안을여호와께서말씀하신대로나를생존

케하셨나이다오늘날내가팔십오세로되 11모세가

나를보내던날과같이오늘날오히려강건하니나의

힘이그때나이제나일반이라싸움에나출입에감당할

수있사온즉 12그날에여호와께서말씀하신이산지

를내게주소서당신도그날에들으셨거니와그곳에

는아낙사람이있고그성읍들은크고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혹시나와함께하시면내가필경여호와

의말씀하신대로그들을쫓아내리이다' 13여호수아가

여분네의아들갈렙을위하여축복하고헤브론을그에

게주어기업을삼게하매 14헤브론이그니스사람여

분네의아들갈렙의기업이되어오늘날까지이르렀으

니이는그가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를온전히좇

았음이며 15헤브론의옛이름은기럇아르바라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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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아낙사람가운데가장큰사람이었더라그땅에전

쟁이그쳤더라

15유다자손의지파가그가족대로제비뽑은땅의

극남단은에돔지경에이르고또남으로신광야까지

라 2그남편경계는염해의극단곧남향한해만에서

부터 3아그랍빔비탈남편으로지나신에이르고가데

스바네아남편으로올라가서헤스론을지나며앗달도

올라가서돌이켜갈가에이르고 4거기서아스몬에이

르고애굽시내에미치며바다에이르러경계의끝이

되나니이것이너희남편경계가되리라 5그동편경

계는염해니요단끝까지요그북편경계는요단끝에

당한해만에서부터 6벧호글라로올라가서벧아라바

북편을지나르우벤자손보한의돌에이르고 7또아

골골짜기에서부터드빌을지나북으로올라가서강

남편에있는아둠빔비탈맞은편길갈을향하고나아

가엔세메스물을지나엔로겔에이르며 8또힌놈의

아들의골짜기로올라가서여부스곧예루살렘남편

어깨에이르며또힌놈의골짜기앞서편에있는산꼭

대기로올라가나니이곳은르바임골짜기북편끝이

며 9또이산꼭대기에서부터넵도아샘물까지이르러

에브론산성읍들에미치고또바알라곧기럇여아림

에미치며 10또바알라에서부터서편으로돌이켜세일

산에이르러여아림산곧그살론곁북편에이르고또

벧세메스로내려가서딤나로지나고 11또에그론북

편으로나아가식그론에이르러바알라산에미치고얍

느엘에이르나니그끝은바다며 12서편경계는대해

와그해변이니유다자손이그가족대로얻은사면경

계가이러하니라 13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명하신

대로여호수아가기럇아르바곧헤브론성을유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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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에서분깃으로여분네의아들갈렙에게주었으니

아르바는아낙의아비였더라 14갈렙이거기서아낙의

소생곧그세아들세새와아히만과달매를쫓아내었

고 15거기서올라가서드빌거민을쳤는데드빌의본

이름은기럇세벨이라 16갈렙의아우요그나스의아들

인옷니엘이그것을취함으로갈렙이그딸악사를그

에게아내로주었더라 17악사가출가할때에그에게

청하여 `자기아비에게밭을구하자'하고나귀에서내

리매갈렙이그에게묻되 `네가무엇을원하느냐?' 18

가로되 `내게복을주소서! 아버지께서나를남방땅으

로보내시오니샘물도내게주소서' 하매갈렙이윗샘

과아랫샘을그에게주었더라 19유다자손의지파가

그가족대로얻은기업은이러하니라 20유다자손의

지파의남으로에돔경계에접근한성읍들은갑스엘과

, 에델과, 야굴과, 21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22게

데스와,하솔과, 잇난과, 23십과,델렘과, 브알롯과, 24

하솔하닷다와,그리욧헤스론곧하솔과, 25아맘과,세

마와,몰라다와, 26하살갓다와,헤스몬과,벧벨렛과,

27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댜와, 28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29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30시글

락과,맛만나와,산산나와,르바옷과, 31실힘과,아인

과, 림몬이니모두이십구성읍이요또그촌락이었으

며 32평지에는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33사노

아와,엔간님과,답부아와,에남과, 34야르뭇과,아둘

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35사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모두십사성읍이요또그

촌락이었으며 36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37딜르

안과,미스베와,욕드엘과, 38라기스와,보스갓과,에

글론과, 39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40그데롯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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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니모두십육성읍이요또

그촌락이었으며 41립나와, 에델과, 아산과, 42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43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모두

아홉성읍이요또그촌락이었으며 44에그론과, 그향

리와, 촌락과, 45에그론에서부터바다까지아스돗곁

에있는모든성읍과그촌락이었으며 46아스돗과, 그

향리와,촌락과,가사와,그향리와,촌락이니애굽시

내와대해가에이르기까지였으며 47산지는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48단나와, 기럇산나곧드빌과, 49아

납과,에스드모와,아님과, 50고센과,홀론과, 길로니

모두십일성읍이요또그촌락이었으며 51아랍과, 두

마와, 에산과, 52야님과, 벧답부아와, 아베가와, 53훔

다와, 기럇아르바곧헤브론과시올이니모두아홉성

읍이요또그촌락이었으며 54마온과,갈멜과,십과, 윳

다와, 55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56가인과,

기브아와, 딤나니모두열성읍이요또그촌락이었으

며 57할훌과, 벧술과, 그돌과, 58마아랏과, 벧아놋과,

엘드곤이니모두여섯성읍이요또그촌락이었으며

59기럇바알곧기럇여아림과, 라빠니모두두성읍이

요또그촌락이었으며 60광야에는벧아라바와, 밋딘

과, 스가가와, 61닙산과,염성과, 엔게디니모두여섯

성읍이요또그촌락이었더라 62예루살렘거민여부스

사람을유다자손이쫓아내지못하였으므로여부스사

람이오늘날까지유다자손과함께예루살렘에거하니

라

16요셉자손이제비뽑은것은여리고곁요단곧여

리고물동편광야에서부터나아가여리고로말미암아

올라가서산지를지나벧엘에이르고 2벧엘에서부터

루스로나아가아렉사람의경계로지나아다롯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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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3서편으로내려가서야블렛사람의경계에이르

러아래벧호론곧게셀에미치고그끝은바다라 4요

셉의자손므낫세와에브라임이그기업을얻었더라 5

에브라임자손의그가족대로얻은것의경계는이러

하니라그기업의경계는동으로아다롯앗달에서윗

벧호론에이르고 6또서편으로나아가북편믹므다에

이르고동편으로돌아다아낫실로에이르러야노아동

편을지나고 7야노아에서부터아다롯과나아라로내

려가서여리고에미치며요단으로나아가고 8또답부

아에서부터서편으로지나서가나시내에미치나니그

끝은바다라에브라임자손의지파가그가족대로얻

은기업이이러하였고 9그외에므낫세자손의기업

중에서에브라임자손을위하여구별한모든성읍과

촌락도있었더라 10그들이게셀에거하는가나안사람

을쫓아내지아니하였으므로가나안사람이오늘날까

지에브라임가운데거하며사역하는종이되니라

17므낫세지파를위하여제비뽑은것은이러하니라

므낫세는요셉의장자이었고므낫세의장자마길은길

르앗의아비라그는무사이어서길르앗과바산을얻었

으므로 2므낫세의남은자손을위하여그가족대로제

비를뽑았는데그들은곧아비에셀의자손과헬렉의

자손과아스리엘의자손과세겜의자손과헤벨의자손

과스미다의자손이니그들의가족대로요셉의아들

므낫세의남자손이며 3헤벨의아들길르앗의손자마

길의증손므낫세의현손슬로브핫은아들이없고딸

뿐이요그딸들의이름은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

가와, 디르사라 4그들이제사장엘르아살과눈의아들

여호수아와방백들앞에나아와서말하기를여호와께

서모세에게명하사우리형제중에서우리에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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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라하셨다하매여호와의명령을따라그들에게

기업을그아비형제중에서주므로 5요단동편길르

앗과바산외에므낫세에게열분깃이돌아갔으니 6므

낫세의여손들이그남자손중에서기업을얻은까닭

이었으며길르앗땅은므낫세의남은자손에게속하였

더라 7므낫세의경계는아셀에서부터세겜앞믹므닷

에미치고우편으로가서엔답부아거민의땅에이르

나니 8답부아땅은므낫세에게속하였으되므낫세경

계에있는답부아읍은에브라임자손에게속하였으며

9또경계가가나시내로내려가서그시내남편에이르

나니므낫세의성읍중에이성읍들은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므낫세의경계는그시내북편이요그끝

은바다며 10그남편은에브라임에속하였고북편은

므낫세에속하였고바다가그경계가되었으며그들의

땅의북은아셀에미쳤고동은잇사갈에미쳤으며 11

잇사갈과아셀에도므낫세의소유가있으니곧벧스

안과, 그향리와, 이블르암과, 그향리와, 돌의거민과,

그향리요, 또엔돌거민과, 그향리와, 다아낙거민과,

그향리와,므깃도거민과,그향리들세높은곳이라

12그러나므낫세자손이그성읍들의거민을쫓아내지

못하매가나안사람이결심하고그땅에거하였더니

13이스라엘자손이강성한후에야가나안사람에게사

역을시켰고다쫓아내지아니하였더라 14요셉자손이

여호수아에게말하여가로되여호와께서지금까지내

게복을주시므로내가큰민족이되었거늘당신이나

의기업을위하여한제비한분깃으로만내게주심은

어찜이니이까? 15여호수아가그들에게이르되 `네가

큰민족이되므로에브라임산지가네게너무좁을진

대브리스사람과르바임사람의땅삼림에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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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개척하라!' 16요셉자손이가로되 `그산지는

우리에게넉넉지도못하고골짜기땅에거하는가나안

사람에게는벧스안과그향리에거하는자든지이스르

엘골짜기에거하는자든지다철병거가있나이다' 17

여호수아가다시요셉의족속곧에브라임과므낫세에

게일러가로되너는큰민족이요큰권능이있은즉한

분깃만가질것이아니라 18그산지도네것이되리니

비록삼림이라도네가개척하라! 그끝까지네것이되

리라가나안사람이비록철병거를가졌고강할지라도

네가능히그를쫓아내리라'

18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실로에모여서거기회

막을세웠으니그땅이이미그들의앞에돌아와복종

하였음이나 2이스라엘자손중에그기업의분배를얻

지못한자가오히려일곱지파라 3여호수아가이스라

엘자손에게이르되 `너희가너희열조의하나님여호

와께서너희에게주신땅을취하러가기를어느때까

지지체하겠느냐? 4너희는매지파에삼인씩선정하라

내가그들을보내리니그들은일어나서그땅에두루

다니며그기업에상당하게그려가지고내게로돌아

올것이라 5그들이그땅을일곱부분에나누되유다

는남편자기경내에거하고요셉의족속은그북편자

기경내에거한즉 6그남은땅을일곱부분으로그려

서이곳내게로가져올지니내가여기서너희를위하

여우리하나님여호와앞에서제비뽑으리라 7레위사

람은너희중에분깃이없나니여호와의제사장직분

이그들의기업이됨이며갓과르우벤과므낫세반지

파는요단저편동편에서이미기업을받았나니이는

여호와의종모세가그들에게준것이니라' 8그사람

들이일어나떠나니여호수아가땅을그리러가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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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명하여가로되 '가서그땅으로두루다니며그

려가지고내게로돌아오라내가여기실로에서여호

와앞에서너희를위하여제비뽑으리라' 9그사람들이

가서그땅으로두루다니며성읍들을따라서일곱부

분으로책에그리고실로진에돌아와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10여호수아가그들을위하여실로여호와앞

에서제비뽑고그가거기서이스라엘자손의분파대

로땅을분배하였더라 11베냐민자손지파를위하여

그가족대로제비를뽑았으니그제비뽑은땅의경계

는유다자손과요셉자손의중간이라 12그북방경계

는요단에서부터여리고북편으로올라가서서편산지

를넘어서또올라가서벧아웬황무지에이르며 13또

그경계가거기서부터루스로나아가서루스남편에

이르나니루스는곧벧엘이며또그경계가아다롯앗

달로내려가서아래벧호론남편산곁으로지나고 14

벧호론앞남편산에서부터서방으로돌아남편으로

향하여유다자손의성읍기럇바알곧기럇여아림에

이르러끝이되나니이는서방경계며 15남방경계는

기럇여아림끝에서부터서편으로나아가넵도아물

근원에이르고 16르바임골짜기북편힌놈의아들골

짜기앞에있는산끝으로내려가고또힌놈의골짜기

로내려가서여부스남편에이르러엔로겔로내려가

고 17또북향하여엔세메스로나아가서아둠밈비탈

맞은편글릴롯으로나아가서르우벤자손보한의돌까

지내려가고 18북으로아라바맞은편을지나아라바

로내려가고 19또북으로벧호글라곁을지나서요단

남단에당한염해의북편해만이그경계의끝이되나

니이는남편경계며 20동방경계는요단이니이는베

냐민자손이그가족대로얻은기업의사면경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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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 21베냐민자손의지파가그가족대로얻은성읍

들은여리고와,벧호글라와,에멕그시스와, 22벧아라

바와,스마라임과,벧엘과, 23아윔과,바라와, 오브라

와, 24그발암모니와,오브니와,게바니십이성읍이요

또그촌락이며 25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26미스

베와,그비라와,모사와, 27레겜과,이르브엘과,다랄

라와, 28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곧예루살렘과기부앗

과기럇이니십사성읍이요또그촌락이라이는베냐

민자손이그가족대로얻은기업이었더라

19둘째로시므온곧시므온자손의지파를위하여그

가족대로제비를뽑았으니그기업은유다자손의기

업중에서라 2그얻은기업은브엘세바곧세바와, 몰

라다와, 3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4엘돌랏과, 브

둘과, 호르마와, 5시글락과, 벧말가봇과, 하살수사와,

6벧르바옷과, 사루헨이니십삼성읍이요또그촌락

이며 7또아인과림몬과,에델과아산이니네성읍이

요또그촌락이며 8또남방라마곧바알랏브엘까지

이성들을둘러있는모든촌락이니이는시므온자손

의지파가그가족대로얻은기업이라 9시므온자손의

이기업은유다자손의기업중에서취하였으니이는

유다자손의분깃이자기들에게너무많으므로시므온

자손이자기의기업을그들의기업중에서얻음이었더

라 10세째로스불론자손을위하여그가족대로제비

를뽑았으니그기업의경계는사릿에미치고 11서편

으로올라가서마랄라에이르러답베셋에미치고욕느

암앞시내에미치며 12사릿에서부터동편으로돌아

해뜨는편을향하고기슬롯다볼의경계에이르고다

브랏으로나가서야비아로올라가고 13또거기서부터

동편으로가드헤벨을지나엣가신에이르고네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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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한림몬으로나아가서 14북으로돌아한나돈에

이르고입다엘골짜기에이르러끝이되며 15또갓닷

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모두

십이성읍이요또그촌락이라 16스불론자손이그가

족대로얻은기업은이성읍들과그촌락이었더라 17

네째로잇사갈곧잇사갈자손을위하여그가족대로

제비를뽑았으니 18그지경안은이스르엘과, 그술롯

과, 수넴과, 19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20랍

빗과,기시온과,에베스와, 21레멧과,언간님과,엔핫

다와, 벧바세스며, 22그경계는다볼과사하수마와벧

세메스에미치고그끝은요단이니모두십육성읍이

요또그촌락이라 23잇사갈자손지파가그가족대로

얻은기업은이성읍들과그촌락이었더라 24다섯째로

아셀자손의지파를위하여그가족대로제비를뽑았

으니 25그지경안은헬갓과,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26알람멜렉과,아맛과,미살이며그경계의서편은갈

멜에미치며시홀림낫에미치고 27꺾여해돋는편을

향하여벧다곤에이르며스불론에달하고북편으로

입다엘골짜기에미쳐서벧에멕과느이엘에이르고

가불좌편으로나가서 28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

나를지나큰시돈까지이르고 29돌아서라마와견고

한성읍두로에이르고돌아서호사에이르고악십지

방곁바다가끝이되며 30또움마와,아벡과, 르홉이니

모두이십이성읍과그촌락이라 31아셀자손의지파

가그가족대로얻은기업은이성읍들과그촌락이었

더라 32여섯째로납달리자손을위하여납달리자손의

가족대로제비를뽑았으니 33그경계는헬렙과사아난

님의상수리나무에서부터아다미네겝과얍느엘을지

나락굼까지요그끝은요단이며 34서편으로돌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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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놋다볼에이르고그곳에서부터나가훅곡에이르

러는남은스불론에접하였고서는아셀에접하였으며

해돋는편은유다에달한요단이며 35그견고한성읍

들은싯딤과,세르와,함맛과,락갓과,긴네렛과, 36아

다마와,라마와, 하솔과, 37게데스와,에드레이와,엔

하솔과, 38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벧아낫과, 벧세

메스니모두십구성읍이요또그촌락이라 39납달리

자손의지파가그가족대로얻은기업은이성읍들과

그촌락이었더라 40일곱째로단자손의지파를위하여

그가족대로제비를뽑았으니 41그기업의지경은소

라와,에스다올과,이르세메스와, 42사알랍빈과,아얄

론과, 이들라와, 43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44엘드

게와,깁브돈과,바알랏과, 45여훗과,브네브락과,가

드림몬과, 46메얄곤과, 락곤과, 욥바맞은편경계까지

라 47그런데단자손의지경이더욱확장되었으니이

는단자손이올라가서레센을쳐서취하여칼날로치

고그것을얻어거기거하였음이라그조상단의이름

을따라서레센을단이라하였더라 48단자손의지파

가그가족대로얻은기업은이성읍들과그촌락이었

더라 49이스라엘자손이그경계를따라서기업의땅

나누기를마치고자기들중에서눈의아들여호수아에

게기업을주었으되 50곧여호와의명령대로여호수아

의구한성읍에브라임산지딤낫세라를주매여호수

아가그성읍을중건하고거기거하였었더라 51제사장

엘르아살과눈의아들여호수아와이스라엘자손지파

의족장들이실로에서회막문여호와앞에서제비뽑

아나눈기업이이러하니라이에땅나누는일이마쳤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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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일러가라사대 2이스라

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라내가모세로너희에게말

한도피성을택정하여 3부지중오살한자를그리로

도망하게하라이는너희중피의보수자를피할곳이

니라 4그성읍들의하나에도피하는자는그성읍에

들어가는문어귀에서서그성읍장로들의귀에자기

의사고를고할것이요그들은그를받아성읍에들여

한곳을주어자기들중에거하게하고 5피의보수가

그뒤를따라온다할지라도그들은그살인자를그의

손에내어주지말지니이는본래미워함이없이부지

중에그이웃을죽였음이라 6그살인자가회중의앞에

서서재판을받기까지나당시대제사장의죽기까지그

성읍에거하다가그후에그살인자가본성읍곧자기

가도망하여나온그성읍의자기집으로돌아갈지니

라 7무리가납달리의산지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세겜과,유다산지의기럇아르바곧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또여리고동요단저편르우벤지파중

에서평지광야의베셀과갓지파중에서길르앗라못

과므낫세지파중에서바산골란을택하였으니 9이는

곧이스라엘모든자손과그들중에우거하는객을위

하여선정한성읍들로서누구든지부지중살인한자

로그리로도망하여피의보수자의손에죽지않게하

기위함이며그는회중앞에설때까지거기있을것이

니라

21때에레위사람의족장들이제사장엘르아살과눈

의아들여호수아와이스라엘자손의지파족장들에게

나아와 2가나안땅실로에서그들에게말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모세로명하사우리의거할성읍들과우

리의가축먹일그들을우리에게주라하셨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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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매 3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의명을따라자기의기

업에서이아래성읍들과그들을레위사람에게주니

라 4그핫가족을위하여제비를뽑았는데레위사람

중제사장아론의자손들은유다지파와시므온지파

와베냐민지파중에서제비대로십삼성읍을얻었고

5그남은그핫자손들은에브라임지파의가족과단지

파와므낫세반지파중에서제비대로열성읍을얻었

으며 6게르손자손들은잇사갈지파의가족들과아셀

지파와납달리지파와바산에있는므낫세반지파중

에서제비대로십삼성읍을얻었더라 7므라리자손들

은그가족대로르우벤지파와갓지파와스불론지파

중에서십이성읍을얻었더라 8여호와께서모세로명

하신대로이스라엘자손이제비뽑아레위사람에게

준성읍들과그들이이러하니라 9유다자손의지파와

시므온자손의지파중에서는이아래기명한성읍들

을주었는데 10레위자손중그핫가족들에속한아론

자손이첫째로제비뽑혔으므로 11아낙의아비아르바

의성읍유다산지기럇아르바곧헤브론과그사면들

을그들에게주었고 12오직그성읍의밭과촌락은여

분네의아들갈렙에게주어소유가되게하였더라 13

제사장아론자손에게준것은살인자의도피성헤브

론과그들이요, 또립나와그들과, 14얏딜과그들과,

에스드모아와그들과, 15홀론과그들과,드빌과그들

과, 16아인과그들과, 윳다와그들과, 벧세메스와그

들이니이두지파에서아홉성읍을내었고 17또베냐

민지파중에서는기브온과그들과,게바와그들과,

18아나돗과그들과, 알몬과그들곧네성읍을내었으

니 19제사장아론자손의성읍이모두십삼성읍과그

들이었더라 20그남은레위사람그핫자손의가족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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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핫자손에게는제비뽑아에브라임지파중에서그

성읍들을주었으니 21곧살인자의도피성에브라임산

지세겜과그들이요, 또게셀과그들과, 22깁사임과

그들과, 벧호론과그들이니네성읍이요 23또단지

파중에서준것은엘드게와그들과, 깁브돈과그들과

, 24아얄론과그들과, 가드림몬과그들이니네성읍

이요 25또므낫세반지파중에서준것은다아낙과그

들과, 가드림몬과그들이니두성읍이라 26그핫자손

의남은가족의성읍이모두열과그들이었더라 27레

위가족의게르손자손들에게는므낫세반지파중에

서살인자의도피성바산골란과그들을주었고또브

에스드라와그들을주었으니두성읍이요 28잇사갈

지파중에서는기시온과그들과, 다브랏과그들과, 29

야르뭇과그들과, 언간님과그들을주었으니네성읍

이요 30아셀지파중에서는미살과그들과, 압돈과그

들과, 31헬갓과그들과, 르홉과그들을주었으니네

성읍이요 32납달리지파중에서는살인자의도피성갈

릴리게데스와그들을주었고또함못돌과그들과,

가르단과그들을주었으니세성읍이라 33게르손사

람이그가족대로얻은성읍이모두열세성읍과그들

이었더라 34그남은레위사람므라리자손의가족들

에게준것은스불론지파중에서욕느암과그들과, 가

르다와그들과, 35딤나와그들과,나할랄과그들이니

네성읍이요 36르우벤지파중에서준것은베셀과그

들과, 야하스와그들과 37그데못과그들과, 므바앗과

그들이니네성읍이요 38갓지파중에서준것은살인

자의도피성길르앗라못과그들이요, 또마하나임과

그들과, 39헤스본과그들과, 야셀과그들이니모두

네성읍이라 40이는레위가족의남은자곧므라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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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그가족대로얻은성읍이니그제비뽑아얻은성

읍이십이성읍이었더라 41레위사람의이스라엘자

손의기업중에서얻은성읍이모두사십팔성읍이요

또그들이라 42이각성읍의사면에들이있었고모든

성읍이다그러하였더라 43여호와께서이스라엘의열

조에게맹세하사주마하신온땅을이와같이이스라

엘에게다주셨으므로그들이그것을얻어거기거하

였으며 44여호와께서그들의사방에안식을주셨으되

그열조에게맹세하신대로하셨으므로그모든대적

이그들을당한자가하나도없었으니이는여호와께

서그들의모든대적을그들의손에붙이셨음이라 45

여호와께서이스라엘족속에게말씀하신선한일이하

나도남음이없이다응하였더라

22그때에여호수아가르우벤사람과갓사람과므낫

세반지파를불러서 2그들에게이르되 `여호와의종

모세가너희에게명한것을너희가다지키며또내가

너희에게명한모든일에내말을너희가청종하여 3

오늘날까지날이오래도록너희가너희형제를떠나지

아니하고오직너희하나님여호와의명하신그책임

을지키도다 4이제는너희하나님여호와꼐서이미말

씀하신대로너희형제에게안식을주셨으니그런즉

이제너희는여호와의종모세가요단저편에서너희

에게준소유지로가서너희의장막으로돌아가되 5크

게삼가여호와의종모세가너희에게명한명령과율

법을행하여너희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고그모든

길로행하며그계명을지켜그에게친근히하고너희

마음을다하며성품을다하여그를섬길지니라' 하고 6

여호수아가그들에게축복하여보내매그들이자기장

막으로갔더라 7므낫세반지파에게는모세가바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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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업을주었고기타반지파에게는여호수아가요

단이편서편에서그형제중에서기업을준지라여호

수아가그들을그장막으로돌려보낼때에그들에게

축복하고 8일러가로되 `너희는많은재산과심히많

은가축과은, 금,동, 철과심히많은의복을가지고너

희의장막으로돌아가서너희대적에게서탈취한것을

너희형제와나눌찌니라'하매 9르우벤자손과갓자

손과므낫세반지파가가나안땅실로에서이스라엘

자손을떠나여호와께서모세로명하신대로얻은땅

곧그소유지길르앗으로가니라 10르우벤자손과므

낫세반지파가가나안땅요단언덕가에이르자거기

서요단가에단을쌓았는데볼만한큰단이었더라 11

이스라엘자손이들은즉이르기를 `르우벤자손과갓

자손과므낫세반지파가가나안땅의맨앞편요단언

덕가이스라엘자손에게속한편에단을쌓았다' 하는

지라 12이스라엘자손이이를듣자곧이스라엘자손

의온회중이실로에모여서그들과싸우러가려하니

라 13이스라엘자손이제사장엘르아살의아들비느하

스를길르앗땅으로보내어르우벤자손과갓자손과

므낫세반지파를보게하되 14이스라엘각지파에서

한방백씩열방백을그와함께하게하니그들은각기

이스라엘천만인중족속의두령이라 15그들이길르앗

땅에이르러르우벤자손과갓자손과므낫세반지파

에게나아가서그들에게말하여가로되 16여호와의온

회중이말하기를 `너희가어찌하여이스라엘하나님께

범죄하여오늘날여호와를좇는데서떠나서자기를

위하여단을쌓아여호와를거역하고자하느냐? 17브

올의죄악으로인하여여호와의회중에재앙이내렸으

나오늘날까지우리가그죄에서정결함을얻지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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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늘그죄악이우리에게부족하여서 18오늘날너희

가돌이켜여호와를좇지않고자하느냐?너희가오늘

날여호와를배역하면내일은그가이스라엘온회중

에게진노하시리라 19그런데너희소유지가만일깨끗

지아니하거든여호와의성막이있는여호와의소유지

로건너와우리중에서소유를취할것이니라오직우

리하나님여호와의단외에다른단을쌓음으로여호

와께패역하지말며우리에게도패역하지말라 20세라

의아들아간이바친물건에대하여범죄하므로이스

라엘온회중에진노가임하지아니하였었느냐?그죄

악으로망한자가그사람뿐이아니었느니라' 21르우

벤자손과갓자손과므낫세반지파가이스라엘천만

인의두령에게대답하여가로되 22 '전능하신자하나

님여호와,전능하신자하나님여호와께서아시나니

이스라엘도장차알리라이일이만일여호와께패역

함이거나범죄함이거든주는오늘날우리를구원치마

시옵소서 23우리가단을쌓은것이돌이켜여호와를

좇지아니하려함이거나혹시그위에번제나소제를

드리려함이거나혹시화목제물을드리려함이어든여

호와는친히벌하시옵소서 24우리가목적이있어서주

의하고이같이하였노라곧생각하기를후일에너희

자손이우리자손에게말하여이르기를너희가이스라

엘하나님여호와와무슨상관이있느냐? 25너희르우

벤자손갓자손아! 여호와께서우리와너희사이에요

단으로경계를삼으셨나니너희는여호와께분의가없

느니라하여너희자손이우리자손으로여호와경외

하기를그치게할까하여 26우리가말하기를우리가

이제한단쌓기를예비하자하였노니이는번제를위

함도아니요다른제사를위함도아니라 27우리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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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앞에서우리번제와우리다른제사와우리화목

제로섬기는것을우리와너희사이와우리의후대사

이에증거가되게할뿐으로서너희자손으로후일에

우리자손에게이르기를너희는여호와께분의가없다

못하게하려함이로라 28우리가말하였거니와만일그

들이후일에우리에게나우리후대에게이같이말하면

우리가말하기를우리열조가지은여호와의단모형을

보라이는번제를위한것도아니요다른제사를위한

것도아니라오직우리와너희사이에증거만되게할

뿐이라 29우리가번제나소제나다른제사를위하여

우리하나님여호와의성막앞에있는단외에단을쌓

음으로여호와께패역하고오늘날여호와를좇음에서

떠나려함은결단코아니니라' 하리라 30제사장비느

하스와그와함께한회중의방백곧이스라엘천만인

의두령들이르우벤자손과갓자손과므낫세자손의

말을듣고좋게여긴지라 31제사장엘르아살의아들

비느하스가르우벤자손과갓자손과므낫세자손에게

이르되우리가 `오늘날여호와께서우리중에계신줄

을아노니이는너희가이죄를여호와께범치아니하

였음이라너희가이제이스라엘자손을여호와의손에

서건져내었느니라' 하고 32제사장엘르아살의아들

비느하스와방백들이르우벤자손과갓자손을떠나

길르앗땅에서가나안땅에돌아와이스라엘자손에게

이르러회보하매 33그일이이스라엘자손을즐겁게

한지라이스라엘자손이하나님을찬송하고르우벤자

손과갓자손의거하는땅에가서싸워그것을멸하자

하는말을다시하지아니하였더라 34르우벤자손과

갓자손이그단을엣이라칭하였으니우리사이에이

단은여호와께서하나님이되시는증거라함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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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여호와께서이스라엘의사방대적을다멸하시고

안식을이스라엘에게주신지오랜후에여호수아가나

이많아늙은지라 2여호수아가온이스라엘곧그장

로들과두령들과재판장들과유사들을불러다가그들

에게이르되 '나는나이많아늙었도다 3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너희를위하여이모든나라에행하신일

을너희가다보았거니와너희하나님여호와그는너

희를위하여싸우신자시니라 4보라, 내가요단에서부

터해지는편대해까지의남아있는나라들과이미멸

한모든나라를내가너희를위하여제비뽑아너희지

파에게기업이되게하였느니라 5너희하나님여호와

그가너희앞에서그들을쫓으사너희목전에서떠나

게하시리니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말씀하

신대로너희가그땅을차지할것이라 6그러므로너

희는크게힘써모세의율법책에기록된것을다지켜

행하라!그것을떠나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말라! 7

너희중에남아있는이나라들중에가지말라! 그신

들의이름을부르지말라!그것을가리켜맹세하지말

라! 또그것을섬겨서그것에게절하지말라! 8오직너

희하나님여호와를친근히하기를오늘날까지행한것

같이하라 9대저여호와께서강대한나라들을너희앞

에서쫓아내셨으므로오늘날까지너희를당한자가하

나도없었느니라 10너희중한사람이천명을쫓으리

니이는너희하나님여호와그가너희에게말씀하신

것같이너희를위하여싸우심이라 11그러므로스스로

조심하여너희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라! 12너희가

만일퇴보하여너희중에빠져남아있는이민족들을

친근히하여더불어혼인하며피차왕래하면 13정녕히

알라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이민족들을너희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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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다시는쫓아내지아니하시리니그들이너희에게

올무가되며덫이되며너희옆구리에채찍이되며너

희눈에가시가되어서너희가필경은너희하나님여

호와께서너희에게주신이아름다운땅에서멸절하리

라 14보라, 나는오늘날온세상이가는길로가려니와

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대하여말씀하신모

든선한일이하나도틀리지아니하고다너희에게응

하여그중에하나도어김이없음을너희모든사람의

마음과뜻에아는바라 15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

희에게말씀하신모든선한일이너희에게임한것같

이여호와께서모든불길한일도너희에게임하게하

사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주신이아름다

운땅에서너희를멸절하기까지하실것이라 16만일

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에게명하신언약

을범하고가서다른신들을섬겨그에게절하면여호

와의진노가너희에게미치리니너희에게주신아름다

운땅에서너희가속히망하리라'

24여호수아가이스라엘모든지파를세겜에모으고

이스라엘장로들과그두령들과재판장들과유사들을

부르매그들이하나님앞에보인지라 2여호수아가모

든백성에게이르되 `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말씀

에옛적에너희조상들곧아브라함의아비, 나홀의아

비데라가강저편에거하여다른신들을섬겼으나 3

내가너희조상아브라함을강저편에서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인도하여온땅을두루행하게하고그씨

를번성케하려고그에게이삭을주었고 4이삭에게는

야곱과에서를주었으며에서에게는세일산을소유로

주었으나야곱과그자손들은애굽으로내려갔으므로

5내가모세와아론을보내었고또애굽에재앙을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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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곧내가그가운데행한것과같고그후에너희를

인도하여내었었노라 6내가너희열조를애굽에서인

도하여내어바다에이르게한즉애굽사람이병거와

마병을거느리고너희열조를홍해까지따르므로 7너

희열조가나여호와께부르짖기로내가너희와애굽

사람사이에흑암을두고바다를이끌어그들을덮었

었나니내가애굽에서행한일을너희가목도하였으며

또너희가여러날을광야에거하였었느니라 8내가또

너희를인도하여요단저편에거하는아모리사람의

땅으로들어가게하매그들이너희와싸우기로내가

그들을너희손에붙이매너희가그땅을점령하였고

나는그들을너희앞에서멸절시켰으며 9때에모압왕

십볼의아들발락이일어나이스라엘을대적하여사람

을보내어브올의아들발람을불러다가너희를저주

케하려하였으나 10내가발람을듣기를원치아니한

고로그가오히려너희에게축복하였고나는너희를

그손에서건져내었으며 11너희가요단을건너여리

고에이른즉여리고사람과, 아모리사람과, 브리스사

람과,가나안사람과,헷사람과,기르가스사람과,히

위사람과, 여부스사람들이너희와싸우기로내가그

들을너희의손에붙였으며 12내가왕벌을너희앞에

보내어그아모리사람의두왕을너희앞에서쫓아내

게하였나니너희칼로나너희활로나이같이한것이

아니며 13내가또너희의수고하지아니한땅과너희

가건축지아니한성읍을너희에게주었더니너희가

그가운데거하며너희가또자기의심지아니한포도

원과감람원의과실을먹는다하셨느니라 14그러므로

이제는여호와를경외하며성실과진정으로그를섬길

것이라너희의열조가강저편과애굽에서섬기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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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제하여버리고여호와만섬기라! 15만일여호와

를섬기는것이너희에게좋지않게보이거든너희열

조가강저편에서섬기던신이든지혹너희의거하는

땅아모리사람의신이든지너희섬길자를오늘날택

하라! 오직나와내집은여호와를섬기겠노라!' 16백성

이대답하여가로되 `여호와를버리고다른신들섬기

는일을우리가결단코하지아니하오리니 17이는우

리하나님여호와그가우리와우리열조를인도하여

애굽땅종되었던집에서나오게하시고우리목전에

서그큰이적들을행하시고우리가행한모든길에서,

우리의지난모든백성중에서우리를보호하셨음이며

18여호와께서또모든백성곧이땅에거하던아모리

사람을우리앞에서쫓아내셨음이라그러므로우리도

여호와를섬기리니그는우리하나님이심이니이다!'

19여호수아가백성에게이르되 `너희가여호와를능히

섬기지못할것은그는거룩하신하나님이시요! 질투

하는하나님이시니너희허물과죄를사하지아니하실

것임이라 20만일너희가여호와를버리고이방신들을

섬기면너희에게복을내리신후에라도돌이켜너희에

게화를내리시고너희를멸하시리라' 21백성이여호

수아에게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정녕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여호수아가백성에게이르되 `너희

가여호와를택하고그를섬기리라하였으니스스로

증인이되었느니라'그들이가로되 `우리가증인이되

었나이다' 23여호수아가가로되 `그러면이제너희중

에있는이방신들을제하여버리고너희마음을이스

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로향하라!' 24백성이여호수

아에게말하되 `우리하나님여호와를우리가섬기고

그목소리를우리가청종하리이다!' 한지라 25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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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가세겜에서백성으로더불어언약을세우고

그들을위하여율례와법도를베풀었더라 26여호수아

가이모든말씀을하나님의율법책에기록하고큰돌

을취하여거기여호와의성소곁에있는상수리나무

아래세우고 27모든백성에게이르되 `보라,이돌이

우리에게증거가되리니이는여호와께서우리에게하

신모든말씀을이돌이들었음이라그런즉너희로너

희하나님을배반치않게하도록이돌이증거가되리

라'하고 28백성을보내어각기기업으로돌아가게하

였더라 29이일후에여호와의종눈의아들여호수아

가일백십세에죽으매 30무리가그를그의기업의경

내딤낫세라에장사하였으니딤낫세라는에브라임

산지가아스산북이었더라 31이스라엘이여호수아의

사는날동안과여호수아뒤에생존한장로들곧여호

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행하신모든일을아는자

의사는날동안여호와를섬겼더라 32이스라엘자손

이애굽에서이끌어낸요셉의뼈를세겜에장사하였

으니이곳은야곱이세겜의아비하몰의자손에게금

일백개를주고산땅이라그것이요셉자손의기업이

되었더라 33아론의아들엘르아살도죽으매무리가그

를그아들비느하스가에브라임산지에서받은산에

장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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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1여호수아가죽은후에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묻

자와가로되 `우리중누가먼저올라가서가나안사람

과싸우리이까?' 2여호와께서가라사대유다가올라

갈지니라보라! 내가이땅을그손에붙였노라하시니

라 3유다가그형제시므온에게이르되 `나의제비뽑

아얻은땅에나와함께올라가서가나안사람과싸우

자그리하면나도너의제비뽑아얻은땅에함께가리

라'이에시므온이그와함께가니라 4유다가올라가

매여호와께서가나안사람과브리스사람을그들의

손에붙이신지라그들이베섹에서일만명을죽이고 5

또베섹에서아도니베섹을만나서그와싸워가나안

사람과브리스사람을죽이니 6아도니베섹이도망하

는지라그를쫓아가서잡아그수족의엄지가락을끊

으매 7아도니베섹이가로되 `옛적에칠십왕이그수

족의엄지가락을찍히고내상아래서먹을것을줍더

니하나님이나의행한대로내게갚으심이로다' 하니

라무리가그를끌고예루살렘에이르렀더니그가거

기서죽었더라 8유다자손이예루살렘을쳐서취하여

칼날로치고성을불살랐으며 9그후에유다자손이

내려가서산지와남방과평지에거한가나안사람과

싸웠고 10유다가또가서헤브론에거한가나안사람

을쳐서세새와아히만과달매를죽였더라헤브론의

본이름은기럇아르바이었더라 11거기서나아가서드

빌의거민들을쳤으니드빌의본이름은기럇세벨이라

12갈렙이말하기를 `기럇세벨을쳐서그것을취하는

자에게는내딸악사를아내로주리라'하였더니 13갈

렙의아우요그나스의아들인옷니엘이그것을취한

고로갈렙이그딸악사를그에게아내로주었더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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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가출가할때에그에게청하여 `자기아비에게밭

을구하자'하고나귀에서내리매갈렙이묻되 `네가무

엇을원하느냐?' 15가로되 `내게복을주소서! 아버지

께서나를남방으로보내시니샘물도내게주소서' 하

매갈렙이윗샘과아랫샘을그에게주었더라 16모세의

장인은겐사람이라그자손이유다자손과함께종려

나무성읍에서올라가서아랏남방의유다황무지에

이르러그백성중에거하니라 17유다가그형제시므

온과함께가서스밧에거한가나안사람을쳐서그곳

을진멸하였으므로그성읍이름을호르마라하니라

18유다가또가사와그경내와아스글론과그경내와

에그론과그경내를취하였고 19여호와께서유다와함

께하신고로그가산지거민을쫓아내었으나골짜기

의거민들은철병거가있으므로그들을쫓아내지못하

였으며 20무리가모세의명한대로헤브론을갈렙에게

주었더니그가거기서아낙의세아들을쫓아내었고

21베냐민자손은예루살렘에거한여부스사람을쫓아

내지못하였으므로여부스사람이베냐민자손과함께

오늘날까지예루살렘에거하더라 22요셉족속도벧엘

을치러올라가니여호와께서그와함께하시니라 23

요셉족속이벧엘을정탐케하였는데그성읍의본이

름은루스라 24탐정이그성읍에서한사람의나오는

것을보고그에게이르되청하노니이성읍의입구를

우리에게가르치라그리하면너를선대하리라하매 25

그사람이성읍의입구를가르친지라이에칼날로그

성읍을쳤으되오직그사람과그가족을놓아보내매

26그사람이헷사람의땅에가서성읍을건축하고그

이름을루스라하였더니오늘날까지그곳의이름이더

라 27므낫세가벧스안과, 그향리의거민과, 다아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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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향리의거민과, 돌과, 그향리의거민과, 이블르암과

,그향리의거민과,므깃도와,그향리의거민들을쫓

아내지못하매가나안사람이결심하고그땅에거하

였더니 28이스라엘이강성한후에야가나안사람에게

사역을시켰고다쫓아내지아니하였더라 29에브라임

이게셀에거한가나안사람을쫓아내지못하매가나

안사람이게셀에서그들중에거하였더라 30스불론은

기드론거민과나할롤거민을쫓아내지못하였으나가

나안사람이그들중에거하여사역을하였더라 31아

셀이악고거민과,시돈거민과,알랍과,악십과,헬바

와, 아빅과, 르홉거민을쫓아내지못하고 32그땅거민

가나안사람가운데거하였으니이는쫓아내지못함이

었더라 33납달리가벧세메스거민과벧아낫거민을쫓

아내지못하고그땅거민가나안사람가운데거하였

으나벧세메스와벧아낫거민들이그들에게사역을하

였더라 34아모리사람이단자손을산지로쫓아들이고

골짜기에내려오기를용납지아니하고 35결심하고헤

레스산과아얄론과사알빔에거하였더니요셉족속이

강성하매아모리사람이필경은사역을하였으며 36아

모리사람의지계는아그랍빔비탈의바위부터그위

였더라

2여호와의사자가길갈에서부터보김에이르러가로

되 `내가너희로애굽에서나오게하고인도하여너희

열조에게맹세한땅으로이끌어왔으며또내가이르

기를내가너희에게세운언약을영원히어기지아니

하리니 2너희는이땅거민과언약을세우지말며그

들의단을헐라하였거늘너희가내목소리를청종치

아니하였도다그리함은어찜이뇨?' 3그러므로내가

또말하기를 `내가그들을너희앞에서쫓아내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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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니그들이너희옆구리에가시가될것이며그들

의신들이너희에게올무가되리라' 하였노라 4여호와

의사자가이스라엘모든자손에게이말씀을이르매

백성이소리를높여운지라 5그러므로그곳을이름하

여보김이라하니라무리가거기서여호와께제사를

드렸더라 6전에여호수아가백성을보내매이스라엘

자손이각기그기업으로가서땅을차지하였고 7백성

이여호수아의사는날동안과여호수아뒤에생존한

장로들곧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행하신모든

큰일을본자의사는날동안에여호아를섬겼더라 8

여호아의종눈의아들여호수아가일백십세에죽으

매 9무리가그의기업의경내에브라임산지가아스산

북딤낫헤레스에장사하였고 10그세대사람도다그

열조에게로돌아갔고그후에일어난다른세대는여

호와를알지못하며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행

하신일도알지못하였더라 11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

의목전에악을행하여바알들을섬기며 12애굽땅에

서그들을인도하여내신그열조의하나님여호와를

버리고다른신곧그사방에있는백성의신들을좇아

그들에게절하여여호와를진노하시게하였으되 13곧

그들이여호와를버리고바알과아스다롯을섬겼으므

로 14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게진노하사노략하는자

의손에붙여그들로노략을당케하시며또사방모든

대적의손에파시매그들이다시는대적을당치못하

였으며 15그들이어디를가든지여호와의손이그들에

게재앙을내리시매곧여호와께서말씀하신것과같

고여호와께서그들에게맹세하신것과같아서그들의

괴로움이심하였더라 16여호와께서사사를세우사노

략하는자의손에서그들을건져내게하셨으나 17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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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사사도청종치아니하고돌이켜다른신들을음

란하듯좇아그들에게절하고여호와의명령을순종하

던그열조의행한길을속히치우쳐떠나서그와같이

행치아니하였더라 18여호와께서그들을위하여사사

를세우실때에는그사사와함께하셨고그사사의사

는날동안에는여호와께서그들을대적의손에서구

원하셨으니이는그들이대적에게압박과괴롭게함을

받아슬피부르짖으므로여호와께서뜻을돌이키셨음

이어늘 19그사사가죽은후에는그들이돌이켜그열

조보다더욱패괴하여다른신들을좇아섬겨그들에

게절하고그행위와패역한길을그치지아니하였으

므로 20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게진노하여이르시되

이백성이내가그열조와세운언약을어기고나의목

소리를청종치아니하였은즉 21나도여호수아가죽을

때에남겨둔열국을다시는그들의앞에서하나도쫓

아내지아니하리니 22이는이스라엘이그열조의지킨

것같이나여호와의도를지켜행하나아니하나그들

로시험하려함이라하시니라 23그열국을머물러두사

속히쫓아내지아니하시며여호수아의손에붙이지아

니하셨음이이를인함이었더라

3여호와께서가나안전쟁을알지못한이스라엘을시

험하려하시며 2이스라엘자손의세대중에아직전쟁

을알지못하는자에게그것을가르쳐알게하려하사

남겨두신열국은 3블레셋다섯방백과가나안모든

사람과시돈사람과바알헤르몬산에서부터하맛어구

까지레바논산에거하는히위사람이라 4남겨두신이

열국으로이스라엘을시험하사여호와께서모세로그

들의열조에게명하신명령들을청종하나알고자하셨

더라 5이스라엘자손은마침내가나안사람과,헷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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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아모리사람과,브리스사람과,히위사람과,여

부스사람사이에거하여 6그들의딸들을취하여아내

를삼으며자기딸들을그들의아들에게주며또그들

의신들을섬겼더라 7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목전에

악을행하여자기들의하나님여호와를잊어버리고바

알들과아세라들을섬긴지라 8여호와께서이스라엘

에게진노하사그들을메소보다미아왕구산리사다임

의손에파셨으므로이스라엘자손이구산리사다임을

팔년을섬겼더니 9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부르짖

으매여호와께서그들을위하여한구원자를세워구

원하게하시니그는곧갈렙의아우그나스의아들옷

니엘이라 10여호와의신이그에게임하셨으므로그가

이스라엘사사가되어나가서싸울때에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왕구산리사다임을그손에붙이시매

옷니엘의손이구산리사다임을이기니라 11그땅이

태평한지사십년에그나스의아들옷니엘이죽었더라

12이스라엘자손이또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니라

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므로여호

와께서모압왕에글론을강성케하사그들을대적하

게하시매 13에글론이암몬과아말렉자손들을모아가

지고와서이스라엘을쳐서종려나무성읍을점령한지

라 14이에이스라엘자손이모압왕에글론을십팔년

을섬기니라 15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그들을위하여한구원자를세우셨으니그

는곧베냐민사람게라의아들왼손잡이에훗이라이

스라엘자손이그를의탁하여모압왕에글론에게공

물을바칠때에 16에훗이장이한규빗되는좌우에날

선칼을만들어우편다리옷속에차고 17공물을모압

왕에글론에게바쳤는데에글론은심히비둔한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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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 18에훗이공물바치기를마친후에공물을메고

온자들을보내고 19자기는길갈근처돌뜨는곳에서

부터돌아와서가로되 `왕이여, 내가은밀한일을왕에

게고하려하나이다' 왕이명하여 `종용케하라' 하매

모셔선자들이다물러간지라 20에훗이왕의앞으로

나아가니왕은서늘한다락방에홀로앉아있는중이

라에훗이가로되 `내가하나님의명을받들어왕에게

고할일이있나이다' 하매왕이그좌석에서일어나니

21에훗이왼손으로우편다리에서칼을빼어왕의몸

을찌르매 22칼자루도날을따라들어가서그끝이등

뒤까지나갔고그가칼을그몸에서빼어내지아니하

였으므로기름이칼날에엉기었더라 23에훗이현관에

나와서다락문들을닫아잠그니라 24에훗이나간후에

왕의신하들이와서다락문이잠겼음을보고가로되

`왕이필연다락방에서발을가리우신다' 하고 25그들

이오래기다려도왕이다락문을열지아니하는지라

열쇠를취하여열고본즉자기주가이미죽어땅에엎

드러졌더라 26그들의기다리는동안에에훗이피하여

돌뜨는곳을지나스이라로도망하니라 27그가이르

러서는에브라임산지에서나팔을불매이스라엘자손

이산지에서그를따라내려오니에훗이앞서가며 28

무리에게이르되 `나를따르라! 여호와께서너희대적

모압사람을너희의손에붙이셨느니라'하매무리가

에훗을따라내려가서모압맞은편요단강나루를잡

아지켜한사람도건너지못하게하였고 29그때에모

압사람일만명가량을죽였으니다역사요용사라한

사람도피하지못하였더라 30그날에모압사람이이스

라엘의수하에항복하매그땅이팔십년동안태평하

였더라 31에훗의후에아낫의아들삼갈이사사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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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소모는막대기로블레셋사람육백명을죽였고그

도이스라엘을구원하였더라

4에훗의죽은후에이스라엘자손이또여호와의목

전에악을행하매 2여호와께서하솔에도읍한가나안

왕야빈의손에그들을파셨는데그군대장관은이방

하로셋에거하는시스라요 3야빈왕은철병거구백승

이있어서이십년동안이스라엘자손을심히학대한

고로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부르짖었더라 4그때

에랍비돗의아내여선지드보라가이스라엘의사사가

되었는데 5그는에브라임산지라마와벧엘사이드보

라의종려나무아래거하였고이스라엘자손은그에게

나아가재판을받더라 6드보라가보내어아비노암의

아들바락을납달리게데스에서불러다가그에게이르

되 `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명하지아니

하셨느냐?이르시기를너는납달리자손과스불론자

손일만명을거느리고다볼산으로가라 7내가야빈의

군대장관시스라와그병거들과그무리를기손강으

로이끌어네게이르게하고그를네손에붙이리라하

셨느니라' 8바락이그에게이르되 `당신이나와함께

가면내가가려니와당신이나와함께가지아니하면

나는가지않겠노라' 9가로되 `내가반드시너와함께

가리라그러나네가이제가는일로는영광을얻지못

하리니이는여호와께서시스라를여인의손에파실

것임이니라'하고드보라가일어나바락과함께게데

스로가니라 10바락이스불론과납달리를게데스로부

르니일만인이그를따라올라가고드보라도그와함

께올라가니라 11모세의장인호밥의자손중겐사람

헤벨이자기족속을떠나게데스에가까운사아난님

상수리나무곁에이르러장막을쳤더라 12아비노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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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바락이다볼산에오른것을혹이시스라에게고

하매 13시스라가모든병거곧철병거구백승과자기

와함께있는온군사를이방하로셋에서부터기손강

으로모은지라 14드보라가바락에게이르되 `일어나

라! 이는여호와께서시스라를네손에붙이신날이라

여호와께서너의앞서행하지아니하시느냐?' 이에바

락이일만명을거느리고다볼산에서내려가니 15여호

와께서바락의앞에서시스라와그모든병거와그온

군대를칼날로쳐서패하게하시매시스라가병거에서

내려도보로도망한지라 16바락이그병거들과군대를

추격하여이방하로셋에이르니시스라의온군대가

다칼에엎드러졌고남은자가없었더라 17시스라가

도보로도망하여겐사람헤벨의아내야엘의장막에

이르렀으니하솔왕야빈은겐사람헤벨의집과화평

이있음이라 18야엘이나가시스라를영접하며그에게

말하되 `나의주여! 들어오소서내게로들어오시고두

려워하지마소서' 하매그장막에들어가니야엘이이

불로덮으니라 19시스라가그에게말하되 `청하노니

내게물을조금마시우라내가목이마르도다`하매젖

부대를열어그에게마시우고그를덮으니 20그가또

가로되 `장막문에섰다가만일사람이와서네게묻기

를여기어떤사람이있느냐?하거든너는없다하라'

하고 21그가곤비하여깊이잠든지라헤벨의아내야

엘이장막말뚝을취하고손에방망이를들고그에게

로가만히가서말뚝을그살쩍에박으매말뚝이꿰뚫

고땅에박히니시스라가기절하여죽으니라 22바락이

시스라를따를때에야엘이나가서그를맞아가로되

`오라내가너의찾는사람을네게보이리라'바락이그

에게들어가보니시스라가죽어누웠고말뚝은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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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에박혔더라 23이와같이이날에하나님이가나안

왕야빈을이스라엘자손앞에패하게하신지라 24이

스라엘자손의손이가나안왕야빈을점점더이기어

서마침내가나안왕야빈을진멸하였더라

5이날에드보라와아비노암의아들바락이노래하여

가로되 2이스라엘의두령이그를영솔하였고백성이

즐거이헌신하였으니여호와를찬송하라! 3너희왕들

아들으라! 방백들아귀를기울이라! 나 곧내가여호와

를노래할것이요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를찬송하

리로다! 4여호와여! 주께서세일에서부터나오시고에

돔들에서부터진행하실때에땅이진동하고하늘도

새어서구름이물을내렸나이다 5산들이여호와앞에

서진동하니저시내산도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앞

에서진동하였도다 6아낫의아들삼갈의날에또는야

엘의날에는대로가비었고행인들은소로로다녔도다

7이스라엘에관원이그치고그쳤더니나드보라가일

어났고내가일어나서이스라엘의어미가되었도다 8

무리가새신들을택하였으므로그때에전쟁이성문

에미쳤으나이스라엘사만명중에방패와창이보였

던고 9내마음이이스라엘의방백을사모함은그들이

백성중에서즐거이헌신하였음이라여호와를찬송하

라! 10흰나귀를탄자들, 귀한화문석에앉은자들, 길

에행하는자들아선파할지어다! 11활쏘는자의지꺼

림에서멀리떨어진물긷는곳에서도여호와의의로

우신일을칭술하라그의이스라엘을다스리시는의로

우신일을칭술하라그때에여호와의백성이성문에

내려갔도다 12깰지어다,깰지어다,드보라여,깰지어

다,깰지어다!너는노래할지어다,일어날지어다!바락

이여, 아비노암의아들이여네사로잡은자를끌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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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다 13그때에남은귀인과백성이내려왔고여호

와께서나를위하여용사를치시려고강림하셨도다 14

에브라임에게서나온자는아말렉에뿌리박힌자요

그다음에베냐민은너희백성중에섞였으며마길에

게서는다스리는자들이내려왔고스불론에게서는대

장군의지팡이를잡은자가내려왔도다 15잇사갈의

방백들이드보라와함께하니잇사갈의심사를바락도

가졌도다그발을좇아골짜기로달려내려가니르우

벤시냇가에큰결심이있었도다 16네가양의우리가

운데앉아서목자의저부는소리를들음은어찜이뇨?

르우벤시냇가에서마음에크게살핌이있도다 17길르

앗은요단저편에거하거늘단은배에머무름은어찜

이뇨? 아셀은해빈에앉고자기시냇가에거하도다 18

스불론은죽음을무릅쓰고생명을아끼지아니한백성

이요납달리도들의높은곳에서그러하도다 19열왕이

와서싸울때에가나안열왕이므깃도물가다아낙에

서싸웠으나돈을탈취하지못하였도다 20별들이하늘

에서부터싸우되그다니는길에서시스라와싸웠도다

21기손강은그무리를표류시켰으니이기손강은옛

강이라내영혼아! 네가힘있는자를밟았도다 22그때

에군마가빨리달리니말굽소리는땅을울리도다 23

여호와의사자의말씀에메로스를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그거민을저주할것은그들이와서여호와

를돕지아니하며여호와를도와용사를치지아니함

이니라하시도다 24겐사람헤벨의아내야엘은다른

여인보다복을받을것이니장막에거한여인보다더

욱복을받을것이로다 25시스라가물을구하매우유

를주되곧엉긴젖을귀한그릇에담아주었고 26손으

로장막말뚝을잡으며오른손에장인의방망이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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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방망이로시스라를쳐서머리를뚫되곧살쩍을

꿰뚫었도다 27그가그의발앞에꾸부러지며엎드러지

고쓰러졌고그의발앞에꾸부러져엎드러져서그꾸

부러진곳에엎드러져죽었도다 28시스라의어미가창

문으로바라보며살창에서부르짖기를 `그의병거가

어찌하여더디오는고그의병거바퀴가어찌하여더

디구는고' 하매 29그지혜로운시녀들이대답하였겠

고그도스스로대답하기를 30 `그들이어찌노략물을

얻지못하였으랴? 그것을나누지못하였으랴? 사람마

다한두처녀를얻었으리로다시스라는채색옷을노

략하였으리니그것은수놓은채색옷이리로다곧양편

에수놓은채색옷이리니노략한자의목에꾸미리로

다'하였으리라 31여호와여! 주의대적은다이와같이

망하게하시고주를사랑하는자는해가힘있게돋음

같게하시옵소서!하니라그땅이사십년동안태평하

였더라

6이스라엘자손이또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였으

므로여호와께서칠년동안그들을미디안의손에붙

이시니 2미디안의손이이스라엘을이긴지라이스라

엘자손이미디안을인하여산에서구멍과굴과산성

을자기를위하여만들었으며 3이스라엘이파종한때

면미디안사람, 아말렉사람, 동방사람이치러올라와

서 4진을치고가사에이르도록토지소산을멸하여

이스라엘가운데식물을남겨두지아니하며양이나소

나나귀도남기지아니하니 5이는그들이그짐승과

장막을가지고올라와서메뚜기떼같이들어오니그

사람과약대가무수함이라그들이그땅에들어와멸

하려하니 6이스라엘이미디안을인하여미약함이심

한지라이에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부르짖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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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스라엘자손이미디안을인하여여호와께부르짖

은고로 8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에게한선지자를

보내사그들에게이르되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말

씀에내가너희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며너희를그

종되었던집에서나오게하여 9애굽사람의손과너

희를학대하는모든자의손에서너희를건져내고그

들을너희앞에서쫓아내고그땅을너희에게주었으

며 10내가또너희에게이르기를나는너희하나님여

호와니너희의거하는아모리사람의땅의신들을두

려워말라하였으나너희가내목소리를청종치아니

하였느니라하셨다하니라 11여호와의사자가아비에

셀사람요아스에게속한오브라에이르러상수리나무

아래앉으니라마침요아스의아들기드온이미디안

사람에게알리지아니하려하여밀을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12여호와의사자가기드온에게나타나이

르되 `큰용사여!여호와께서너와함께계시도다' 13

기드온이그에게대답하되 `나의주여! 여호와께서우

리와함께계시면어찌하여이모든일이우리에게미

쳤나이까또우리열조가일찍우리에게이르기를여

호와께서우리를애굽에서나오게하신것이아니냐

한그모든이적이어디있나이까?이제여호와께서우

리를버리사미디안의손에붙이셨나이다' 14여호와께

서그를돌아보아가라사대너는이네힘을의지하고

가서이스라엘을미디안의손에서구원하라내가너를

보낸것이아니냐? 15기드온이그에게대답하되 `주여!

내가무엇으로이스라엘을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

의집은므낫세중에극히약하고나는내아비집에서

제일작은자니이다' 16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

내가반드시너와함께하리니네가미디안사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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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한사람을치듯하리라 17기드온이그에게대답하

되 `내가주께은혜를얻었사오면나와말씀하신이가

주되시는표징을내게보이소서! 18내가예물을가지

고다시주께로와서그것을주앞에드리기까지이곳

을떠나지마시기를원하나이다'그가가로되 `내가너

돌아오기를기다리리라' 19기드온이가서염소새끼

하나를준비하고가루한에바로무교전병을만들고

고기를소쿠리에담고국을양푼에담아서상수리나무

아래그에게로가져다가드리매 20하나님의사자가그

에게이르되 `고기와무교전병을가져이반석위에두

고그위에국을쏟으라' 기드온이그대로하니 21여호

와의사자가손에잡은지팡이끝을내밀어고기와무

교전병에대매불이반석에서나와고기와무교전병을

살랐고여호와의사자는떠나서보이지아니한지라 22

기드온이그가여호와의사자인줄알고가로되 `슬프

도소이다주여호와여! 내가여호와의사자를대면하

여보았나이다' 23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너는

안심하라! 두려워말라! 죽지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기드온이여호와를위하여거기서단을쌓고이름을

`여호와살롬'이라하였더라그것이오늘까지아비에

셀사람에게속한오브라에있더라 25이날밤에여호

와께서기드온에게이르시되네아비의수소곧칠년

된둘째수소를취하고네아비에게있는바알의단을

헐며단곁의아세라상을찍고 26또이견고한성위에

네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규례대로한단을쌓고그

둘째수소를취하여네가찍은아세라나무로번제를

드릴지니라 27이에기드온이종열을데리고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행하되아비의가족과그성읍사람들

을두려워하므로이일을감히백주에행하지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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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행하니라 28성읍사람들이아침에일찌기일어나

본즉바알의단이훼파되었으며단곁의아세라가찍

혔고새로쌓은단위에그둘째수소를드렸는지라 29

서로물어가로되 `이것이누구의소위인고'하고그들

이캐어물은후에가로되 `요아스의아들기드온이이

를행하였도다' 하고 30성읍사람들이요아스에게이

르되 `네아들을끌어내라그는당연히죽을지니이는

바알의단을훼파하고단곁의아세라를찍었음이니라

' 31요아스가자기를둘러선모든자에게이르되 `너희

가바알을위하여쟁론하느냐?너희가바알을구원하

겠느냐?그를위하여쟁론하는자는이아침에죽음을

당하리라바알이과연신(神)일진대그단을훼파하였

은즉스스로쟁론할것이니라'하니라 32그날에기드

온을여룹바알이라하였으니이는그가바알의단을

훼파하였은즉바알이더불어쟁론할것이라함이었더

라 33때에미디안사람과아말렉사람과동방사람들

이다모여요단을건너와서이스르엘골짜기에진을

친지라 34여호와의신이기드온에게강림하시니기드

온이나팔을불매아비에셀족속이다모여서그를좇

고 35기드온이또사자를온므낫세에두루보내매그

들도모여서그를좇고또사자를아셀과스불론과납

달리에보내매그무리도올라와서그를영접하더라

36기드온이하나님께여짜오되 `주께서이미말씀하심

같이내손으로이스라엘을구원하려하시거든 37보소

서! 내가양털한뭉치를타작마당에두리니이슬이양

털에만있고사면땅은마르면주께서이미말씀하심

같이내손으로이스라엘을구원하실줄내가알겠나

이다'하였더니 38그대로된지라이튿날기드온이일

찌기일어나서양털을취하여이슬을짜니물이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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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득하더라 39기드온이또하나님께여짜오되 `주

여,내게진노하지마옵소서!내가이번만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나로다시한번양털로시험하게하소서

양털만마르고사면땅에는다이슬이있게하옵소서'

하였더니 40이밤에하나님이그대로행하시니곧양

털만마르고사면땅에는다이슬이있었더라

7여룹바알이라하는기드온과그를좇은모든백성이

일찌기일어나서하롯샘곁에진쳤고미디안의진은

그들의북편이요모레산앞골짜기에있었더라 2여호

와께서기드온에게이르시되너를좇은백성이너무

많은즉내가그들의손에미디안사람을붙이지아니

하리니이는이스라엘이나를거스려자긍하기를내

손이나를구원하였다할까함이니라 3이제너는백성

의귀에고하여이르기를누구든지두려워서떠는자

여든길르앗산에서떠나돌아가라하라하시니이에

돌아간백성이이만이천명이요남은자가일만명이었

더라 4여호와께서또기드온에게이르시되백성이아

직도많으니그들을인도하여물가로내려가라거기서

내가너를위하여그들을시험하리라무릇내가누구

를가리켜이르기를이가너와함께가리라하면그는

너와함께갈것이요내가누구를가리켜이르기를이

는너와함께가지말것이니라하면그는가지말것이

니라 5이에백성을인도하여물가에내려가매여호와

께서기드온에게이르시되무릇개의핥는것같이그

혀로물을핥는자는너는따로세우고또무릇무릎을

꿇고마시는자도그같이하라하시더니 6손으로움켜

입에대고핥는자의수는삼백명이요그외의백성은

다무릎을꿇고물을마신지라 7여호와께서기드온에

게이르시되내가이물을핥아먹은삼백명으로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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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구원하며미디안사람을네손에붙이리니남은백

성은각각그처소로돌아갈것이니라하시니 8이에

백성이양식과나팔을손에든지라기드온이이스라엘

의모든사람을각각그장막으로돌려보내고그삼백

명은머물러두나라미디안진은그아래골짜기가운

데있었더라 9이밤에여호와께서기드온에게이르시

되일어나내려가서적진을치라내가그것을네손에

붙였느니라 10만일네가내려가기를두려워하거든네

부하부라를데리고그진으로내려가서 11그들의하

는말을들으라그후에네손이강하여져서능히내려

가서그진을치리라기드온이이에그부하부라를데

리고군대가있는진가에내려간즉 12미디안사람과

아말렉사람과동방의모든사람이골짜기에누웠는데

메뚜기의중다함같고그약대의무수함이해변의모

래가수다함같은지라 13기드온이그곳에이른즉어

떤사람이그동무에게꿈을말하여이르기를 `내가한

꿈을꾸었는데꿈에보리떡한덩어리가미디안진으

로굴러들어와서한장막에이르러그것을쳐서무너

뜨려엎드러뜨리니곧쓰러지더라' 14그동무가대답

하여가로되 `이는다른것이아니라이스라엘사람요

아스의아들기드온의칼날이라하나님이미디안과그

모든군대를그의손에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5기드

온이그꿈과해몽하는말을듣고경배하고이스라엘

진중에돌아와서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미디

안군대를너희손에붙이셨느니라' 하고 16삼백명을

세대로나누고각손에나팔과빈항아리를들리고항

아리안에는횃불을감추게하고 17그들에게이르되

`너희는나만보고나의하는대로하되내가그진가에

이르러서하는대로너희도그리하여 18나와나를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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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다나팔을불거든너희도그진사면에서또한나

팔을불며이르기를여호와를위하라! 기드온을위하

라! 하라' 하니라 19기드온과그들을좇은일백명이이

경초에진가에이른즉번병의체번할때라나팔을불

며손에가졌던항아리를부수니라 20세대가나팔을

불며항아리를부수고좌수에횃불을들고우수에나

팔을들어불며외쳐가로되 `여호와와기드온의칼이

여!' 하고 21각기당처에서서그진을사면으로에워싸

매그온적군이달음질하고부르짖으며도망하였는데

22삼백명이나팔을불때에여호와께서그온적군으

로동무끼리칼날로치게하시므로적군이도망하여

스레라의벧싯다에이르고또답밧에가까운아벨므

홀라의경계에이르렀으며 23이스라엘사람들은납달

리와아셀과므낫세에서부터모여서미디안사람을쫓

았더라 24기드온이사자를보내어에브라임온산지로

두루행하게하여이르기를내려와서미디안사람을

치고그들을앞질러벧바라와요단에이르기까지나

루턱을취하라하매이에에브라임사람들이다모여

서벧바라와요단에이르기까지그나루턱을취하고

25또미디안두방백오렙과스엡을사로잡아오렙은

오렙바위에서죽이고스엡은스엡포도주틀에서죽

이고미디안사람을추격하고오렙과스엡의머리를

가지고요단저편에서기드온에게로나아오니라

8에브라임사람들이기드온에게이르되 `네가미디안

과싸우러갈때에우리를부르지아니하였으니우리를

이같이대접함은어찜이뇨?' 하고크게다투는지라 2

기드온이그들에게이르되 `나의이제행한일이너희

의한것에비교되겠느냐?에브라임의끝물포도가아

비에셀의맏물포도보다낫지아니하냐? 3하나님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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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안방백오렙과스엡을너희손에붙이셨으니나의

한일이어찌능히너희의한것에비교되겠느냐?` 기

드온이이말을하매그들의노가풀리니라 4기드온과

그좇은자삼백명이요단에이르러건너고비록피곤

하나따르며 5그가숙곳사람들에게이르되 `나의종

자가피곤하여하니청컨대그들에게떡덩이를주라

나는미디안두왕세바와살문나를따르노라' 6숙곳

방백들이가로되 `세바와살문나의손이지금어찌네

손에있관대우리가네군대에게떡을주겠느냐?' 7기

드온이가로되 `그러면여호와께서세바와살문나를

내손에붙이신후에내가들가시와찔레로너희살을

찢으리라' 하고 8거기서브누엘에올라가서그들에게

도그같이구한즉브누엘사람들의대답도숙곳사람

들의대답과같은지라 9기드온이또브누엘사람들에

게일러가로되 `내가평안이돌아올때에이망대를헐

리라'하니라 10이때에세바와살문나가갈골에있는

데동방사람의모든군대중에칼든자십이만명이죽

었고그들을좇아거기있더라 11적군이안연히있는

중에기드온이노바와욕브하동편장막에거한자의

길로올라가서적군을치니 12세바와살문나가도망하

는지라기드온이추격하여미디안두왕세바와살문

나를사로잡고그온군대를파하니라 13요아스의아

들기드온이헤레스비탈전장에서돌아오다가 14숙곳

사람중한소년을잡아신문하매숙곳방백과장로칠

십칠인을그를위하여기록한지라 15기드온이숙곳

사람들에게이르러가로되 `너희가전에나를기롱하

여이르기를세바와살문나의손이지금어찌네손에

있관대우리가네피곤한사람에게떡을주겠느냐?한

그세바와살문나를보라'하고 16그성읍장로들을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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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가시와찔레로숙곳사람들을징벌하고 17브누엘

망대를헐며그성읍사람들을죽이니라 18이에세바

와살문나에게묻되 `너희가다볼에서죽인자들은어

떠한자이더뇨'대답하되 `그들이너와같아서모두왕

자같더라' 19가로되 `그들은내형제내어머니의아

들이니라내가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노니너희가

만일그들을살렸더면나도너희를죽이지아니하였으

리라'하고 20그장자여델에게이르되 `일어나그들을

죽이라`하였으나그소년이칼을빼지못하였으니이

는아직어려서두려워함이었더라 21세바와살문나가

가로되 `네가일어나우리를치라대저사람이어떠하

면그힘도그러하니라' 기드온이일어나서세바와살

문나를죽이고그약대목에꾸몄던새달형상의장식

을취하니라 22때에이스라엘사람들이기드온에게이

르되 `당신이우리를미디안의손에서구원하셨으니

당신과당신의아들과당신의손자가우리를다스리소

서' 23기드온이그들에게이르되 `내가너희를다스리

지아니하겠고나의아들도너희를다스리지아니할

것이요여호와께서너희를다스리시리라' 24기드온이

또그들에게이르되 `내가너희에게한일을청구하노

니너희는각기탈취한귀고리를내게줄지니라' 하니

그대적은이스마엘사람이므로금귀고리가있었음이

라 25무리가대답하되 `우리가즐거이드리리이다` 하

고겉옷을펴고각기탈취한귀고리를그가운데던지

니 26기드온의청한바금귀고리중수가금일천칠백

세겔이요그외에또새달형상의장식과패물과미디

안왕들의입었던자색의복과그약대목에둘렀던사

슬이있었더라 27기드온이그금으로에봇하나를만

들어서자기의성읍오브라에두었더니온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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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음란하게위하므로그것이기드온과그집에

올무가되니라 28미디안이이스라엘자손앞에복종하

여다시는그머리를들지못하였으므로기드온의사

는날동안사십년에그땅이태평하였더라 29요아스

의아들여룹바알이돌아가서자기집에거하였는데

30기드온이아내가많으므로몸에서낳은아들이칠십

인이였고 31세겜에있는첩도아들을낳았으므로그

이름을아비멜렉이라하였더라 32요아스의아들기드

온이나이많아죽으매아비에셀사람의오브라에있

는그의아비요아스의묘실에장사하였더라 33기드온

이이미죽으매이스라엘자손이돌이켜바알들을음

란하게위하고또바알브릿을자기들의신으로삼고

34사면모든대적의손에서자기들을건져내신여호와

자기들의하나님을기억지아니하며 35또여룹바알이

라하는기드온의이스라엘에게베푼모든은혜를따

라서그의집을후대치도아니하였더라

9여룹바알의아들아비멜렉이세겜에가서그어미의

형제에게이르러그들과외조부의온가족에게말하여

가로되 2 `청하노니너희는세겜사람들의귀에말하라

여룹바알의아들칠십인이다너희를다스림과한사

람이너희를다스림이어느것이너희에게나으냐?또

나는너희의골육지친임을생각하라' 3그어미의형제

들이그를위하여이모든말을온세겜사람들의귀에

고하매그들의마음이아비멜렉에게로기울어서말하

기를 `그는우리형제라' 하고 4바알브릿묘에서은칠

십개를내어그에게주매아비멜렉이그것으로방탕

하고경박한유를사서자기를좇게하고 5오브라에

있는그아비의집으로가서여룹바알의아들곧자기

형제칠십인을한반석위에서죽였으되오직여룹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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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의말째아들요담은스스로숨었으므로남으니라 6

세겜모든사람과밀로모든족속이모여가서세겜에

있는기둥상수리나무아래서아비멜렉으로왕을삼으

니라 7혹이요담에게그일을고하매요담이그리심산

꼭대기로가서서서소리를높이외쳐그들에게이르

되세겜사람들아나를들으라그리하여야하나님이

너희를들으시리라 8하루는나무들이나가서기름을

부어왕을삼으려하여감람나무에게이르되 `너는우

리왕이되라'하매 9감람나무가그들에게이르되 `나

의기름은하나님과사람을영화롭게하나니내가어

찌그것을버리고가서나무들위에요동하리요' 한지

라 10나무들이또무화과나무에게이르되 `너는와서

우리의왕이되라' 하매 11무화과나무가그들에게이

르되 `나의단것, 나의아름다운실과를내가어찌버리

고가서나무들위에요동하리요' 한지라 12나무들이

또포도나무에게이르되 `너는와서우리의왕이되라'

하매 13포도나무가그들에게이르되 `하나님과사람

을기쁘게하는나의새술을내가어찌버리고가서나

무들위에요동하리요'한지라 14이에모든나무가가

시나무에게이르되 `너는와서우리의왕이되라` 하매

15가시나무가나무들에게이르되 `너희가참으로내게

기름을부어너희왕을삼겠거든와서내그늘에피하

라그리하지아니하면불이가시나무에서나와서레바

논의백향목을사를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이제너

희가아비멜렉을세워왕을삼았으니너희행한것이

과연진실하고의로우냐?이것이여룹바알과그집을

선대함이냐이것이그행한대로그에게보답함이냐?

17우리아버지가전에죽음을무릅쓰고너희를위하여

싸워미디안의손에서너희를건져내었거늘 18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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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일어나서우리아버지의집을쳐서그아들칠

십인을한반석위에서죽이고그여종의아들아비멜

렉이너희형제가된다고그를세워세겜사람의왕을

삼았도다 19만일너희가오늘날여룹바알과그집을

대접한것이진실과의로움이면너희가아비멜렉을인

하여즐길것이요아비멜렉도너희를인하여즐기려니

와 20그렇지아니하면아비멜렉에게서불이나와서세

겜사람들과밀로족속을사를것이요세겜사람들과

밀로족속에게서도불이나와서아비멜렉을사를것이

니라하고 21요담이그형제아비멜렉을두려워하여

달려도망하여브엘로가서거기거하니라 22아비멜렉

이이스라엘을다스린지삼년에 23하나님이아비멜렉

과세겜사람들사이에악한신을보내시매세겜사람

들이아비멜렉을배반하였으니 24이는여룹바알의아

들칠십인에게행한포학한일을갚되그형제를죽여

피흘린죄를아비멜렉과아비멜렉의손을도와서그

형제를죽이게한세겜사람에게로돌아가게하심이라

25세겜사람들이산들꼭대기에사람을매복하여아비

멜렉을엿보게하고무릇그길로지나는자를다겁탈

하게하니혹이그것을아비멜렉에게고하니라 26에벳

의아들가알이그형제로더불어세겜에이르니세겜

사람들이그를의뢰하니라 27그들이밭에가서포도를

거두어다가밟아짜서연회를배설하고그신당에들

어가서먹고마시며아비멜렉을저주하니 28에벳의아

들가알이가로되 `아비멜렉은누구며세겜은누구기

에우리가아비멜렉을섬기리요그가여룹바알의아들

이아니냐그장관은스불이아니냐차라리세겜의아

비하몰의후손을섬길것이라우리가어찌아비멜렉

을섬기리요 29아하, 이백성이내수하에있었더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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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비멜렉을제하였으리라'하고아비멜렉에게네

군대를더하고나오라고말하니라 30그성읍장관스

불이에벳의아들가알의말을듣고노하여 31사자를

아비멜렉에게가만히보내어가로되 `보소서에벳의

아들가알과그형제가세겜에이르러성읍무리를충

동하여당신을대적하게하나니 32당신은당신을좇은

백성으로더불어밤에일어나서밭에매복하였다가 33

아침해뜰때에당신은일찌기일어나이성읍을엄습

하면가알과그를좇은백성이나와서당신을대적하

리니당신은기회를보아그들에게행하소서' 34아비

멜렉과그를좇은모든백성이밤에일어나네떼로나

눠세겜을대하여매복하였더니 35에벳의아들가알이

나와서성읍문입구에설때에아비멜렉과그를좇은

백성이매복하였던곳에서일어난지라 36가알이그백

성을보고스불에게이르되 `보라! 백성이산꼭대기에

서부터내려오는도다' 스불이그에게대답하되 `네가

산(山) 그림자를사람으로보았느니라' 37가알이다시

말하여가로되 `보라! 백성이밭가운데로좇아내려오

고또한떼는므오느님상수리나무길로좇아오는도

다' 38스불이그에게이르되 `네가전에말하기를아비

멜렉이누군데우리가그를섬기리요하던그입이이

제어디있느냐이가너의업신여기던백성이아니냐

청하노니이제나가서그들과싸우라' 39가알이세겜

사람들의앞서나가서아비멜렉과싸우다가 40아비멜

렉에게쫓겨그앞에서도망하였고상하여엎드러진

자가많아서성문입구까지이르렀더라 41아비멜렉은

아루마에거하고스불은가알과그형제를쫓아내어

세겜에거하지못하게하더니 42이튿날백성이밭으로

나오매혹이그것을아비멜렉에게고하니라 43아비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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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이자기백성을세떼로나눠밭에매복하였더니백

성이성에서나오는것을보고일어나서그들을치되

44아비멜렉과그를좇은떼는앞으로달려가서성문

입구에서고그나머지두떼는밭에있는모든자에게

달려들어그들을죽이니 45아비멜렉이그날종일토록

그성을쳐서필경은취하고거기있는백성을죽이며

그성을헐고소금을뿌리니라 46세겜망대의사람들

이이를듣고엘브릿신당의보장으로들어갔더니 47

세겜망대의모든사람의모인것이아비멜렉에게들

리매 48아비멜렉과그를좇은모든백성이살몬산에

오르고아비멜렉이손에도끼를들고나무가지를찍고

그것을가져자기어깨에메고좇은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나의행하는것을보나니빨리나와같이행하

라'하니 49모든백성도각각나무가지를찍어서아비

멜렉을좇아보장에대어놓고그곳에불을놓으매세

겜망대에있는사람들도다죽었으니남녀가대략일

천명이었더라 50아비멜렉이데베스에가서데베스를

대하여진치고그것을취하였더니 51성중에견고한

망대가있으므로그성백성의남녀가모두그리로도

망하여들어가서문을잠그고망대꼭대기로올라간지

라 52한여인이맷돌윗짝을아비멜렉의머리위에내

려던져그두골을깨뜨리니 53아비멜렉이자기의병기

잡은소년을급히불러그에게이르되 `너는칼을빼어

나를죽이라사람들이나를가리켜이르기를그가여

인에게죽었다할까하노라' 소년이찌르매그가곧죽

은지라 54이스라엘사람들이아비멜렉의죽은것을보

고각각자기처소로떠나갔더라 55아비멜렉이그형

제칠십인을죽여자기아비에게행한악을하나님이

이같이갚으셨고 56또세겜사람들의모든악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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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그들의머리에갚으셨으니여룹바알의아들요담

의저주가그들에게응하니라

10아비멜렉의후에잇사갈사람도도의손자부아의

아들돌라가일어나서이스라엘을구원하니라그가에

브라임산지사밀에거하여 2이스라엘의사사가된지

이십삼년만에죽으매사밀에장사되었더라 3그후에

길르앗사람야일이일어나서이십이년동안이스라

엘의사사가되니라 4그에게아들삼십이있어어린

나귀삼십을탔고성읍삼십을두었었는데그성들은

길르앗땅에있고오늘까지하봇야일이라칭하더라 5

야일이죽으매가몬에장사되었더라 6이스라엘자손

이다시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여바알들과, 아스

다롯과, 아람의신들과, 시돈의신들과, 모압의신들과,

암몬자손의신들과, 블레셋사람의신들을섬기고여

호와를버려그를섬기지아니하므로 7여호와께서이

스라엘에게진노하사블레셋사람의손과암몬자손의

손에파시매 8그들이그해부터이스라엘자손을학대

하니요단저편길르앗아모리사람의땅에거한이스

라엘자손이십팔년동안학대를당하였고 9암몬자손

이또요단을건너서유다와베냐민과에브라임족속

을치므로이스라엘의곤고가심하였더라 10이스라엘

자손이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 `우리가우리하나

님을버리고바알들을섬김으로주께범죄하였나이다'

11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시되내가애굽

사람과, 아모리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에게

서너희를구원하지아니하였느냐? 12또시돈사람과

아말렉사람과마온사람이너희를압제할때에너희

가내게부르짖으므로내가너희를그들의손에서구

원하였거늘 13너희가나를버리고다른신들을섬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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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내가다시는너희를구원치아니하리라 14가

서너희가택한신들에게부르짖어서환난때에그들

로너희를구원하게하라 15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범죄하였사오니주의보시기에좋은

대로우리에게행하시려니와오직주께구하옵나니오

늘날우리를건져내옵소서!' 하고 16자기가운데서이

방신들을제하여버리고여호와를섬기매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곤고를인하여마음에근심하시니라 17그

때에암몬자손이모여서길르앗에진쳤으므로이스

라엘자손도모여서미스바에진치고 18길르앗백성

과방백들이서로이르되 `누가먼저나가서암몬자손

과싸움을시작할꼬그가길르앗모든거민의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길르앗사람큰용사입다는기생이길르앗에게낳

은아들이었고 2길르앗의아내도아들들을낳았더라

아내의아들들이자라매입다를쫓아내며그에게이르

되 `너는다른여인의자식이니우리아버지집기업을

잇지못하리라'한지라 3이에입다가그형제를피하

여돕땅에거하매잡류가그에게로모여와서그와함

께출입하였더라 4얼마후에암몬자손이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암몬자손이이스라엘을치려할때에

길르앗장로들이입다를데려오려고돕땅에가서 6

입다에게이르되 `우리가암몬자손과싸우려하나니

당신은와서우리의장관이되라' 7입다가길르앗장

로들에게이르되 `너희가전에나를미워하여내아버

지집에서쫓아내지아니하였느냐?이제너희가환난

을당하였다고어찌하여내게왔느냐?' 8길르앗장로

들이대답하되 `이제우리가당신을찾아온것은우리

와함께가서암몬자손과싸우려하게함이니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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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우리길르앗모든거민의머리가되리라' 9입다가

길르앗장로들에게이르되 `너희가나를데리고본향

으로돌아가서암몬자손과싸우게할때에만일여호

와께서그들을네게붙이시면내가과연너희머리가

되겠느냐?' 10길르앗장로들이입다에게이르되 `여호

와는우리사이의증인이시니당신의말대로우리가

반드시행하리이다' 11이에입다가길르앗장로들과

함께가니백성이그로자기들의머리와장관을삼은

지라입다가미스바에서자기의말을다여호와앞에

고하니라 12입다가암몬자손의왕에게사자를보내어

이르되 `네가나와무슨상관이있기에내땅을치러내

게왔느냐?' 13암몬자손의왕이입다의사자에게대답

하되 `이스라엘이애굽에서올라올때에아르논에서부

터얍복과요단까지내땅을취한연고니이제그것을

화평히다시돌리라' 14입다가암몬자손의왕에게다

시사자를보내어 15그에게이르되 `입다가말하노라

이스라엘이모압땅과암몬자손의땅을취하지아니

하였느니라 16이스라엘이애굽에서올라올때에광야

로행하여홍해에이르고가데스에이르러서는 17이스

라엘이사자를에돔왕에게보내어이르기를청컨대

나를용납하여네땅가운데로지나게하라하였으나

에돔왕이이를듣지아니하였고또그같이사람을모

압왕에게보내었으나그도허락지아니함으로이스라

엘이아데스에유하였더니 18그후에광야를지나에돔

땅과모압땅을둘러행하여모압땅동편에서부터와

서아르논은모압경계이므로그경내에는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19이스라엘이헤스본왕곧아모리왕

시혼에게사자를보내어그에게이르되청컨대우리를

용납하여당신의땅으로지나우리곳에이르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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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20시혼이이스라엘을믿지아니하여그지경

으로지나지못하게할뿐아니라그모든백성을모아

야하스에진치고이스라엘을치므로 21이스라엘의하

나님여호와께서시혼과그모든백성을이스라엘의

손에붙이시매이스라엘이쳐서그땅거민아모리사

람의온땅을취하되 22아르논에서부터얍복까지와광

야에서부터요단까지아모리사람의온지경을취하었

느니라 23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아모리

사람을자기백성이스라엘앞에서쫓아내셨거늘네가

그땅을얻고자하는것이가하냐? 24네신그모스가

네게주어얻게한땅을네가얻지않겠느냐?우리하나

님여호와께서우리앞에서어떤사람이든지쫓아내시

면그땅을우리가얻으리라 25이제네가모압왕십볼

의아들발락보다나은것이있느냐?그가이스라엘로

더불어다툰일이있었느냐?싸운일이있었느냐? 26이

스라엘이헤스본과그향촌들과아로엘과그향촌들과

아르논연안에있는모든성읍에거한지삼백년이어늘

그동안너희가어찌하여도로찾지아니하였느냐? 27

내가네게죄를짓지아니하였거늘네가나를쳐서내

게악을행하고자하는도다원컨대심판하시는여호와

는오늘날이스라엘자손과암몬자손의사이에판결

하시옵소서' 하나 28암몬자손의왕이입다의보내어

말한것을듣지아니하였더라 29이에여호와의신이

입다에게임하시니입다가길르앗과므낫세를지나서

길르앗미스베에이르고길르앗미스베에서부터암몬

자손들에게로나아갈때에 30그가여호와께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과연암몬자손을내게붙이시면 31내

가암몬자손에게서평안히돌아올때에누구든지내

집문에서나와서나를영접하는그는여호와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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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내가그를번제로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이

에입다가암몬자손에게이르러그들과싸우더니여

호와께서그들을그손에붙이시매 33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이르기까지이십성읍을치고또아벨그라밈

까지크게도륙하니이에암몬자손이이스라엘자손

앞에항복하였더라 34입다가미스바에돌아와자기집

에이를때에그딸이소고를잡고춤추며나와서영접

하니그의무남독녀라 35입다가이를보고자기옷을

찢으며가로되 `슬프다, 내딸이여! 너는나로하여금

참담케하는자요너는나를괴롭게하는자중의하나

이로다내가여호와를향하여입을열었으니능히돌

이키지못하리로다' 36딸이그에게이르되 `나의아버

지여! 아버지께서여호와를향하여입을여셨으니아

버지입에서낸말씀대로내게행하소서이는여호와

께서아버지를위하여아버지의대적암몬자손에게

원수를갚으셨음이니이다' 37아비에게또이르되 `이

일만내게허락하사나를두달만용납하소서내가나

의동무들과함께산에올라가서나의처녀로죽음을

인하여애곡하겠나이다' 38이르되 `가라!' 하고두달

위한하고보내니그가동무들과함께가서산위에서

처녀로죽음을인하여애곡하고 39두달만에그아비에

게로돌아온지라아비가그서원한대로딸에게행하

니딸이남자를알지못하고죽으니라이로부터이스

라엘가운데규례가되어 40이스라엘여자들이해마다

가서길르앗사람입다의딸을위하여나흘씩애곡하

더라

12에브라임사람들이모여북으로가서입다에게이

르되 `네가암몬자손과싸우러건너갈때에어찌하여

우리를불러너와함께가게하지아니하였느냐?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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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드시불로너와네집을사르리라' 2입다가그들

에게이르되 `나와나의백성이암몬자손과크게다툴

때에내가너희를부르되너희가나를그들의손에서

구원하지아니하므로 3내가너희의구원치아니하는

것을보고내생명을돌아보지아니하고건너가서암

몬자손을쳤더니여호와께서그들을내손에붙이셨

거늘너희가어찌하여오늘날내게올라와서나로더

불어싸우고자하느냐?' 하고 4입다가길르앗사람을

다모으고에브라임과싸웠더니길르앗사람들이에브

라임을쳐서파하였으니이는에브라임의말이너희

길르앗사람은본래에브라임에서도망한자로서에브

라임과므낫세중에있다하였음이라 5길르앗사람이

에브라임사람앞서요단나루턱을잡아지키고에브

라임사람의도망하는자가말하기를 `청컨대나로건

너게하라하면그에게묻기를네가에브라임사람이

냐' 하여그가만일 `아니라' 하면 6그에게이르기를

십볼렛이라하라하여에브라임사람이능히구음을

바로하지못하고씹볼렛이라면길르앗사람이곧그

를잡아서요단나루턱에서죽였더라그때에에브라

임사람의죽은자가사만이천명이었더라 7입다가이

스라엘사사가된지육년이라길르앗사람입다가죽

으매길르앗한성읍에장사되었더라 8그의뒤에는베

들레헴입산이이스라엘의사사이었더라 9그가아들

삼십과딸삼십을두었더니딸들은타국으로시집보

내었고아들들을위하여는타국에서여자삼십을데려

왔더라그가이스라엘사사가된지칠년이라 10입산이

죽으매베들레헴에장사되었더라 11그의뒤에는스불

론사람엘론이이스라엘의사사가되어십년동안이

스라엘을다스렸더라 12스불론사람엘론이죽으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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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론땅아얄론에장사되었더라 13그의뒤에는비라돈

사람힐렐의아들압돈이이스라엘의사사이었더라 14

그에게아들사십과손자삼십이있어서어린나귀칠

십필을탔었더라압돈이이스라엘의사사가된지팔년

이라 15비라돈사람힐렐의아들압돈이죽으매에브

라임땅아말렉사람의산지비라돈에장사되었더라

13이스라엘자손이다시여호와의목전에악을행하

였으므로여호와께서그들을사십년동안블레셋사람

의손에붙이시니라 2소라땅에단지파의가족중마

노아라이름하는자가있더라그아내가잉태하지못

하므로생산치못하더니 3여호와의사자가그여인에

게나타나시고그에게이르시되 `보라! 네가본래잉태

하지못하므로생산치못하였으나이제잉태하여아들

을낳으리니 4그러므로너는삼가서포도주와독주를

마시지말지며무릇부정한것을먹지말지니라 5보라

! 네가잉태하여아들을낳으리니그머리에삭도를대

지말라이아이는태에서나옴으로부터하나님께바

치운나실인이됨이라그가블레셋사람의손에서이

스라엘을구원하기시작하리라' 6이에그여인이가서

그남편에게고하여가로되 `하나님의사람이내게임

하였는데그용모가하나님의사자의용모같아서심

히두려우므로어디서부터온것을내가묻지못하였

고그도자기이름을내게이르지아니하였으며 7그가

내게이르기를보라네가잉태하여아들을낳으리니

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무릇부정한것을먹지

말라이아이는태에서나옴으로부터죽을날까지하

나님께바치운나실인이됨이라하더이다' 8마노아가

여호와께기도하여가로되 `주여구하옵나니주의보

내셨던하나님의사람을우리에게다시임하게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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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우리가그낳을아이에게어떻게행할것을우리

에게가르치게하소서!' 9하나님이마노아의목소리를

들으시니라여인이밭에앉았을때에하나님의사자가

다시그에게임하셨으나그남편마노아는함께있지

아니한지라 10여인이급히달려가서그남편에게고하

여가로되 `보소서! 전일에내게임하였던사람이또내

게나타났나이다' 11마노아가일어나아내를따라가서

그사람에게이르러그에게묻되당신이이여인에게

말씀하신사람이니이까? 가라사대그로라 12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말씀대로되기를원하나이다이아이

를어떻게기르오며우리가그에게어떻게행하오리이

까?' 13여호와의사자가마노아에게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말한것들을그가다삼가서 14포도나무의

소산을먹지말며포도주와독주를마시지말며무릇

부정한것을먹지말아서내가그에게명한것은다지

킬것이니라' 15마노아가여호와의사자에게말씀하되

`구하옵나니당신은우리에게머물러서우리가당신을

위하여염소새끼하나를준비하게하소서' 16여호와

의사자가마노아에게이르시되 `네가비록나를머물

리나내가너의식물을먹지아니하리라번제를준비

하려거든마땅히여호와께드릴지니라'하니이는마

노아가여호와의사자인줄알지못함을인함이었더라

17마노아가또여호와의사자에게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무엇이니이까?당신의말씀이이룰때에우리

가당신을존숭하리이다' 18여호와의사자가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이를묻느냐? 내이름은기묘니라'

19이에마노아가염소새끼하나와소제물을취하여

반석위에서여호와께드리매사자가이적을행한지라

마노아와그아내가본즉 20불꽃이단에서부터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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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동시에여호와의사자가단불꽃가운데로

좇아올라간지라마노아와그아내가이것을보고얼

굴을땅에대고엎드리니라 21여호와의사자가마노아

와그아내에게다시나타나지아니하니마노아가이

에그가여호와의사자인줄알고 22그아내에게이르

되 `우리가하나님을보았으니반드시죽으리로다' 23

그아내가그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우리를죽이려

하셨더면우리손에서번제와소제를받지아니하셨을

것이며이제이런말씀도우리에게이르지아니하셨으

리이다' 하였더라 24여인이아들을낳으매이름을삼

손이라하니라아이가자라매여호와께서그에게복을

주시더니 25소라와에스다올사이마하네단에서여호

와의신이비로소그에게감동하시니라

14삼손이딤나에내려가서거기서블레셋딸중한

여자를보고 2도로올라와서자기부모에게말하여가

로되 `내가딤나에서블레셋사람의딸중한여자를보

았사오니이제그를취하여내아내를삼게하소서' 3

부모가그에게이르되 `네형제들의딸중에나내백성

중에어찌여자가없어서네가할례받지아니한블레

셋사람에게가서아내를취하려하느냐?' 삼손이아비

에게이르되 `내가그여자를좋아하오니나를위하여

그를데려오소서'하니 4이때에블레셋사람이이스

라엘을관할한고로삼손이틈을타서블레셋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그부모는이일이여호와께서나온

것인줄은알지못하였더라 5삼손이그부모와함께

딤나에내려가서딤나의포도원에이른즉어린사자가

그를맞아소리지르는지라 6삼손이여호와의신에게

크게감동되어손에아무것도없어도그사자를염소

새끼를찢음같이찢었으나그는그행한일을부모에



사사기 505

게도고하지아니하였고 7그가내려가서그여자와말

하며그를기뻐하였더라 8얼마후에삼손이그여자를

취하려고다시가더니돌이켜그사자의주검을본즉

사자의몸에벌떼와꿀이있는지라 9손으로그꿀을

취하여행하며먹고그부모에게이르러그들에게그

것을드려서먹게하였으나그꿀을사자의몸에서취

하였다고는고하지아니하였더라 10삼손의아비가여

자에게로내려가매삼손이거기서잔치를배설하였으

니소년은이렇게행하는풍속이있음이더라 11무리가

삼손을보고삼십명을데려다가동무를삼아그와함

께하게한지라 12삼손이그들에게이르되 `이제내가

너희에게수수께끼를하리니잔치하는칠일동안에너

희가능히그것을풀어서내게고하면내가베옷삼십

벌과겉옷삼십벌을너희에게주리라 13그러나그것

을능히내게고하지못하면너희가내게베옷삼십벌

과겉옷삼십벌을줄지니라'그들이이르되 `너는수수

께끼를하여우리로듣게하라' 14삼손이그들에게이

르되 `먹는자에게서먹는것이나오고강한자에게서

단것이나왔느니라'그들이삼일이되도록수수께끼

를풀지못하였더라 15제칠일에이르러그들이삼손

의아내에게이로되 `너는네남편을꾀어그수수께끼

를우리에게알리게하라그렇지아니하면너와네아

비의집을불사르리라너희가우리의소유를취하고자

하여우리를청하였느냐? 그렇지아니하냐?' 16삼손의

아내가그의앞에서울며가로되 `당신이나를미워할

뿐이요사랑치아니하는도다우리민족에게수수께끼

를말하고그뜻을내게풀어이르지아니하도다' 삼손

이그에게대답하되 `보라내가그것을나의부모에게

도풀어고하지아니하였거든어찌그대에게풀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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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리요'하였으나 17칠일잔치할동안에그아내가앞

에서울며강박함을인하여제칠일에는그가그아내

에게수수께끼를풀어이르매그아내가그것을그민

족에게고하였더라 18제칠일해지기전에성읍사람

들이삼손에게이르되 `무엇이꿀보다달겠으며무엇

이사자보다강하겠느냐?' 한지라삼손이그들에게대

답하되 `너희가내암송아지로밭갈지아니하였더면

나의수수께끼를능히풀지못하였으리라'하니라 19

여호와의신이삼손에게크게임하시매삼손이아스글

론에내려가서그곳사람삼십명을쳐죽이고노략하

여수수께끼푼자들에게옷을주고심히노하여아비

집으로올라갔고 20삼손의아내는삼손의친구되었던

그동무에게준바되었더라

15얼마후밀거둘때에삼손이염소새끼를가지고

그아내에게로찾아가서가로되 `내가침실에들어가

아내를보고자하노라' 장인이들어오지못하게하고

2가로되 `네가그를심히미워하는줄로내가생각한

고로그를네동무에게주었노라그동생이그보다더

욱아름답지아니하냐?청하노니너는그의대신에이

를취하라' 3삼손이그들에게이르되 `이번은내가블

레셋사람을해할지라도그들에게대하여내게허물이

없을것이니라'하고 4삼손이가서여우삼백을붙들

어서그꼬리와꼬리를매고홰를취하고그두꼬리사

이에한홰를달고 5홰에불을켜고그것을블레셋사

람의곡식밭으로몰아들여서곡식단과아직베지아

니한곡식과감람원을사른지라 6블레셋사람이가로

되누가이일을행하였느냐?혹이대답하되딤나사람

의사위삼손이니장인이삼손의아내를취하여그동

무되었던자에게준연고니라블레셋사람이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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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그여인과그의아비를불사르니라 7삼손이그들에

게이르되 `너희가이같이행하였은즉내가너희에게

원수를갚은후에야말리라'하고 8블레셋사람을크

게도륙하고내려가서에담바위틈에거하니라 9이에

블레셋사람이올라와서유다에진을치고레히에편

만한지라 10유다사람들이가로되 `너희가어찌하여

올라와서우리를치느냐?' 그들이대답하되 `우리가올

라오기는삼손을결박하여그가우리에게행한대로

그에게행하려함이로라' 11유다사람삼천명이에담

바위틈에내려가서삼손에게이르되 `너는블레셋사

람이우리를관할하는줄을알지못하느냐?네가어찌

하여우리에게이같이행하였느냐?' 삼손이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내게행한대로나도그들에게행하였

노라' 12그들이삼손에게이르되 `우리가너를결박하

여블레셋사람의손에붙이려고이제내려왔노라' 삼

손이그들에게이르되 `너희는친히나를치지않겠다

고내게맹세하라' 13그들이삼손에게일러가로되 `아

니라우리가다만너를단단히결박하여그들의손에

붙일뿐이요우리가결단코너를죽이지아니하리라'

하고새줄둘로결박하고바위틈에서그를끌어내니

라 14삼손이레히에이르매블레셋사람이그에게로

마주나가며소리지르는동시에여호와의신의권능이

삼손에게임하매그팔위의줄이불탄삼과같아서그

결박되었던손에서떨어진지라 15삼손이나귀의새턱

뼈를보고손을내밀어취하고그것으로일천명을죽

이고 16가로되 `나귀의턱뼈로한더미두더미를쌓았

음이여나귀의턱뼈로내가일천명을죽였도다' 17말

을마치고턱뼈를그손에서내어던지고그곳을라맛

레히라이름하였더라 18삼손이심히목마르므로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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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께부르짖어가로되 `주께서종의손으로이큰구원

을베푸셨사오나내가이제목말라죽어서할례받지

못한자의손에빠지겠나이다' 19하나님의레히에한

우묵한곳을터치시니물이거기서솟아나오는지라삼

손이그것을마시고정신이회복되어소생하니그러므

로그샘이름은엔학고레라이샘이레히에오늘까지

있더라 20블레셋사람의때에삼손이이스라엘사사로

이십년을지내었더라

16삼손이가사에가서거기서한기생을보고그에게

로들어갔더니 2혹이가사사람에게고하여가로되

`삼손이여기왔다'하매곧그를에워싸고밤새도록성

문에매복하고밤새도록종용히하며이르기를 `새벽

이되거든그를죽이리라'하였더라 3삼손이밤중까

지누웠다가그밤중에일어나성문짝들과두설주와

빗장을빼어그것을모두어깨에메고헤브론앞산꼭

대기로가니라 4이후에삼손이소렉골짜기의들릴라

라이름하는여인을사랑하매 5블레셋사람의방백들

이그여인에게로올라와서그에게이르되삼손을꾀

어서무엇으로말미암아그큰힘이있는지우리가어

떻게하면그를이기어서결박하여곤고케할수있을

는지알아보라그리하면우리가각각은일천일백을

네게주리라 6들릴라가삼손에게말하되 `청컨대당신

의큰힘이무엇으로말미암아있으며어떻게하면능

히당신을결박하여곤고케할수있을는지내게말하

라' 7삼손이그에게이르되 `만일마르지아니한푸른

칡일곱으로나를결박하면내가약하여져서다른사

람과같으리라' 8블레셋사람의방백들이마르지아니

한푸른칡일곱을여인에게로가져오매그가그것으

로삼손을결박하고 9이미사람을내실에매복시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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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삼손에게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사람이당신

에게미쳤느니라'하니삼손이그칡끊기를불탄삼실

을끊음같이하였고그힘의근본은여전히알지못하

니라 10들릴라가삼손에게이르되 `보라당신이나를

희롱하여내게거짓말을하였도다청컨대무엇으로하

면당신을결박할수있을는지이제는네게말하라' 11

삼손이그에게이르되 `만일쓰지아니한새줄로나를

결박하면내가약하여져서다른사람과같으리라' 12

들릴라가새줄을취하고그것으로그를결박하고그

에게이르되삼손이여블레셋사람이당신에게미쳤느

니라하니삼손이팔위의줄끊기를실을끊음같이하

였고그때에도사람이내실에매복하였였더라 13들릴

라가삼손에게이르되 `당신이이때까지나를희롱하

여내게거짓말을하였도다내가무엇으로하면당신

을결박할수있을는지내게말하라' 삼손이그에게이

르되 `그대가만일나의머리털일곱가닥을위선에섞

어짜면되리라' 14들릴라가바디로그머리털을단단

히짜고그에게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사람이당신

에게미쳤느니라' 하니삼손이잠을깨어직조틀의바

디와위선을다빼어내니라 15들릴라가삼손에게이르

되 `당신의마음이내게있지아니하면서당신이어찌

나를사랑한다하느뇨?당신이이세번나를희롱하고

당신큰힘이무엇으로말미암아있는것을말하지아

니하였도다'하며 16날마다그말로그를재촉하여조

르매삼손의마음이번뇌하여죽을지경이라 17삼손이

진정을토하여그에게이르되 `내머리에는삭도를대

지아니하였나니이는내가모태에서하나님의나실인

이되었음이라만일내머리가밀리우면내힘이내게

서떠나고나는약하여져서다른사람과같으리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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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릴라가삼손의진정을다토함을보고보내어블레

셋사람의방백들을불러가로되 `삼손이내게진정을

토하였으니이제한번만올라오라'블레셋방백들이

손에은을가지고여인에게로올라오니라 19들릴라가

삼손으로자기무릎을베고자게하고사람을불러그

머리털일곱가닥을밀고괴롭게하여본즉그힘이없

어졌더라 20들릴라가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사람

이당신에게미쳤느니라' 하니삼손이잠을깨며이르

기를 `내가전과같이나가서몸을떨치리라'하여도여

호와께서이미자기를떠나신줄을깨닫지못하였더라

21블레셋사람이그를잡아그눈을빼고끌고가사에

내려가놋줄로매고그로옥중에서맷돌을돌리게하

였더라 22그의머리털이밀리운후에다시자라기시

작하니라 23블레셋사람의방백이가로되 `우리의신

이우리원수삼손을우리손에붙였다'하고다모여

그신다곤에게큰제사를드리고즐거워하고 24백성

들도삼손을보았으므로가로되 `우리토지를헐고우

리많은사람을죽인원수를우리의신이우리손에붙

였다'하고자기신을찬송하며 25그들의마음이즐거

울때에이르되 `삼손을불러다가우리를위하여재주

를부리게하자' 하고옥에서삼손을불러내매삼손이

그들을위하여재주를부리니라그들이삼손을두기

둥사이에세웠더니 26삼손이자기손을붙든소년에

게이르되 `나로이집을버틴기둥을찾아서그것을의

지하게하라'하니라 27그집에는남녀가가득하니블

레셋모든방백도거기있고지붕에있는남녀도삼천

명가량이라다삼손의재주부리는것을보더라 28삼

손이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 `주여호와여구하옵

나니나를생각하옵소서하나님이여구하옵나니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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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로강하게하사블레셋사람이나의두눈을뺀원

수를단번에갚게하옵소서!' 하고 29집을버틴두가운

데기둥을하나는왼손으로, 하나는오른손으로껴의

지하고 30가로되 `블레셋사람과함께죽기를원하노

라'하고힘을다하여몸을굽히매그집이곧무너져

그안에있는모든방백과온백성에게덮이니삼손이

죽을때에죽인자가살았을때에죽인자보다더욱많

았더라 31그의형제와아비의온집이다내려가서그

시체를취하여가지고올라와서소라와에스다올사이

그아비마노아의장지에장사하니라삼손이이스라엘

사사로이십년을지내었더라

17에브라임산지에미가라이름하는사람이있더니

2그어미에게이르되 `어머니께서은일천일백을잃

어버리셨으므로저주하시고내귀에도말씀하셨더니

보소서그은이내게있나이다내가그것을취하였나

이다'어미가가로되 `내아들이여호와께복받기를원

하노라'하니라 3미가가은일천일백을그어미에게

도로주매어미가가로되 `내가내아들을위하여한신

상을새기며한신상을부어만들차로내손에서이은

을여호와께거룩히드리노라그러므로내가이제이

은을네게도로돌리리라' 4미가가그은을어미에게

도로주었으므로어미가그은이백을취하여은장색

에게주어한신상을새기며한신상을부어만들었더

니그신상이미가의집에있더라 5이사람미가에게

신당이있으므로또에봇과드라빔을만들고한아들

을세워제사장을삼았더라 6그때에는이스라엘에왕

이없으므로사람마다자기소견에옳은대로행하였

더라 7유다가족에속한유다베들레헴에한소년이

있으니그는레위인으로서거기우거하였더라 8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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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거할곳을찾고자하여그성읍유다베들레헴을

떠나서행하다가에브라임산지로가서미가의집에

이르매 9미가가그에게묻되 `너는어디서부터오느뇨

'그가이르되 `나는유다베들레헴의레위인으로서거

할곳을찾으러가노라' 10미가가그에게이르되 `네가

나와함께거하여나를위하여아비와제사장이되라

내가해마다은열과의복한벌과식물을주리라' 하므

로레위인이들어갔더니 11레위인이그사람과함께

거하기를만족히여겼으니이는그소년이미가의아

들중하나같이됨이라 12미가가레위인을거룩히구

별하매소년이미가의제사장이되어그집에거한지

라 13이에미가가가로되 `레위인이내제사장이되었

으니이제여호와께서내게복주실줄을아노라' 하니

라

18그때에이스라엘에왕이없었고단지파는이때에

거할기업의땅을구하는중이었으니이는그들이이

스라엘지파중에서이때까지기업의땅분배함을얻

지못하였음이라 2단자손이소라와에스다올에서부

터자기온가족중용맹있는다섯사람을보내어땅을

탐지하고살피게하며그들에게이르되 `너희는가서

땅을살펴보라' 하매그들이에브라임산지에가서미

가의집에이르러거기서유숙하니라 3그들이미가의

집에가까이올때에레위소년의음성을알아듣고그

리로돌이켜가서그에게이르되 `누가너를이리로인

도하였으며네가여기서무엇을하며여기서무엇을

얻었느냐?' 4그가그들에게이르되 `미가가여차여차

히나를대접하여나를고빙하여나로자기제사장을

삼았느니라' 5그들이그에게이르되 `청컨대우리를

위하여하나님께물어보아서우리의행하는길이형통



사사기 513

할는지우리에게알게하라' 6그제사장이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가라너희의행하는길은여호와앞에

있느니라' 7이에다섯사람이떠나라이스에이르러

거기있는백성을본즉염려없이거하여시돈사람같

이한가하고평안하니그땅에는권세잡은자가없어

서무슨일에든지괴롭게함이없고시돈사람과상거

가멀며아무사람과도상관하지아니함이라 8그들이

소라와에스다올에돌아와서그형제에게이르매형제

들이그들에게묻되 `너희보기에어떠하더뇨' 9가로

되 `일어나서그들을치러올라가자우리가그땅을본

즉매우좋더라너희는가만히있느냐?나아가서그땅

얻기를게을리말라 10너희가가면평안한백성을만

날것이요그땅은넓고그곳에는세상에있는것이하

나도부족함이없느니라' 11단지파가족중육백명이

병기를띠고소라와에스다올에서출발하여 12올라가

서유다기럇여아림에진치니이러므로그곳이름이

오늘까지마하네단이며그곳은기럇여아림뒤에있더

라 13무리가거기서떠나서에브라임산지미가의집

에이르니라 14전에라이스땅을탐지하러갔던다섯

사람이그형제들에게말하여가로되 `이집에에봇과

드라빔과새긴신상과부어만든신상이있는줄을너

희가아느냐?그런즉이제너희는마땅히행할것을생

각하라' 하고 15다섯사람이그편으로향하여소년레

위사람의집곧미가의집에이르러문안하고 16단자

손육백명은병기를띠고문입구에서니라 17땅을탐

지하러갔던다섯사람이그리로들어가서새긴신상

과에봇과드라빔과부어만든신상을취할때에제사

장은병기를육백명과함께문입구에섰더니 18그다

섯사람이미가의집에들어가서그새긴신상과에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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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드라빔과부어만든신상을취하여내매제사장이

그들에게묻되 `너희가무엇을하느냐?' 19그들이그

에게이르되 `잠잠하라네손을입에대라우리와함께

가서우리의아비와제사장이되라네가한사람의집

의제사장이되는것과이스라엘한지파, 한가족의제

사장이되는것이어느것이낫겠느냐?' 20제사장이마

음에기뻐하여에봇과드라빔과새긴우상을취하고

그백성중으로들어가니라 21그들이돌이켜서어린아

이들과가축과물품을앞에두고진행하더니 22미가의

집을멀리떠난때에미가의이웃집사람들이모여서

단자손을따라미쳐서는 23단자손을부르는지라그

들이낯을돌이켜미가에게이르되 `네가무슨일로이

같이모아가지고왔느냐?' 24미가가가로되 `나의지

은신들과제사장을취하여갔으니내게오히려있는

것이무엇이냐? 너희가어찌하여나더러무슨일이냐?

하느냐' 25단자손이그에게이르되 `네목소리를우리

에게들리게말라노한자들이너희를쳐서네생명과

네가족의생명을잃게할까하노라' 하고 26단자손이

자기길을행한지라미가가단자손이자기보다강한

것을보고돌이켜집으로돌아갔더라 27단자손이미

가의지은것과그제사장을취하고라이스에이르러

한가하고평안한백성을만나칼날로그들을치며불

로그성읍을사르되 28그들을구원할자가없었으니

그성읍이베드르홉가까운골짜기에있어서시돈과

상거가멀고상종하는사람도없음이었더라단자손이

성읍을중건하고거기거하며 29이스라엘의소생그

조상단의이름을따라그성읍을단이라하니라그성

읍의본이름은라이스더라 30단자손이자기를위하

여그새긴신상을세웠고모세의손자게르손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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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단과그자손은단지파의제사장이되어이백성

이사로잡히는날까지이르렀더라 31하나님의집이

실로에있을동안에미가의지은바새긴신상이단자

손에게있었더라

19이스라엘에왕이없을그때에에브라임산지구석

에우거하는어떤레위사람이유다베들레헴에서첩

을취하였더니 2그첩이행음하고남편을떠나유다

베들레헴그아비의집에돌아가서거기서넉달의날

을보내매 3그남편이그여자에게다정히말하고그

를데려오고자하여하인하나와나귀두필을데리고

그에게로가매여자가그를인도하여아비의집에들

어가니그여자의아비가그를보고환영하니라 4그

첩장인곧여자의아비가그를머물리매그가삼일을

그와함께거하며먹고마시며거기서유숙하다가 5나

흘만에일찌기일어나떠나고자하매여자의아비가

그사위에게이르되 `떡을조금먹어그대의기력을도

운후에그대의길을행하라' 6두사람이앉아서함께

먹고마시매여자의아비가그사람에게이르되 `청하

노니이밤을여기서유숙하여그대의마음을즐겁게

하라' 7그사람이일어나서가고자하되첩장인의간

청으로다시유숙하더니 8다섯째날아침에일찌기일

어나떠나고자하매여자의아비가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기력을돕고해가기울도록머물라' 하므로두

사람이함께먹고 9그사람이첩과하인으로더불어

일어나떠나고자하매그첩장인곧여자의아비가그

에게이르되 `보라! 이제해가저물어가니청컨대이밤

도유숙하라보라! 해가기울었느니라그대는여기서

유숙하여그대의마음을즐겁게하고내일일찌기그

대의길을행하여그대의집으로돌아가라' 10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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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시밤을지내고자아니하여일어나떠나서여부

스맞은편에이르렀으니여부스는곧예루살렘이라안

장지운나귀둘과첩이그와함께하였더라 11그들이

여부스에가까왔을때에해가지려하는지라종이주

인에게이르되 `청컨대우리가돌이켜여부스사람의

이성읍에들어가서유숙하사이다' 12주인이그에게

이르되 `우리가돌이켜이스라엘자손에게속하지아

니한외인의성읍으로들어갈것이아니니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13또그종에게이르되 `우리가기브

아나라마중한곳에나아가거기서유숙하자' 하고 14

모두앞으로행하더니베냐민에속한기브아에가까이

이르러는해가진지라 15기브아에가서유숙하려고그

리로돌이켜들어가서성읍거리에앉았으나그를집

으로영접하여유숙케하는자가없었더라 16이미저

물매한노인이밭에서일하다가돌아오니그사람은

본래에브라임산지사람으로서기브아에우거하는자

요그곳사람들은베냐민사람이더라 17노인이눈을

들어성읍거리에행객이있는것을본지라노인이묻

되그대는어디로가며어디서왔느뇨? 18그가그에게

이르되 `우리는유다베들레헴에서에브라임산지구

석으로가나이다나는그곳사람으로서유다베들레헴

에갔다가이제여호와의집으로가는중인데나를자

기집으로영접하는사람이없나이다 19우리에게는나

귀들에게먹일짚과보리가있고나와당신의여종과

당신의종우리들과함께한소년의먹을양식과포도

주가있어무엇이든지부족함이없나이다' 20노인이

가로되 `그대는안심하라그대의모든쓸것은나의담

책이니거리에서는자지말라'하고 21그를데리고자

기집에들어가서나귀에게먹이니그들이발을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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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마시니라 22그들이마음을즐겁게할때에그성

읍의비류들이그집을에워싸고문을두들기며집주

인노인에게말하여가로되 `네집에들어온사람을끌

어내라우리가그를상관하리라' 23집주인그사람이

그들에게로나와서이르되 `아니라내형제들아청하

노니악을행치말라이사람이내집에들었으니이런

망령된일을행치말라 24보라여기내처녀딸과이사

람의첩이있은즉내가그들을끌어내리니너희가그

들을욕보이든지어찌하든지임의로하되오직이사람

에게는이런망령된일을행치말라' 하나 25무리가듣

지아니하므로그사람이자기첩을무리에게로붙들

어내매그들이그에게행음하여밤새도록욕보이다가

새벽미명에놓은지라 26동틀때에여인이그주인의

우거한그사람의집문에이르러엎드러져밝기까지

거기누웠더라 27그의주인이일찌기일어나집문을

열고떠나고자하더니그여인이집문에엎드러지고

그두손이문지방에있는것을보고 28그에게이르되

`일어나라우리가떠나가자'하나아무대답이없는지

라이에그시체를나귀에싣고행하여자기곳에돌아

가서 29그집에이르러서는칼을취하여첩의시체를

붙들어그마디를찍어열두덩이에나누고그것을이

스라엘사방에두루보내매 30그것을보는자가다가

로되 `이스라엘자손이애굽땅에서나온날부터오늘

날까지이런일은행치도아니하였고보지도못하였도

다생각하고상의한후에말하자' 하니라

20이에모든이스라엘자손이단에서부터브엘세바

까지와길르앗땅에서나왔는데그회중이일제히미

스바에서여호와앞에모였으니 2온백성의어른곧

이스라엘모든지파의어른들은하나님백성의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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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고칼을빼는보병은사십만이었으며 3이스라엘자

손의미스바에올라간것을베냐민자손이들었더라

이스라엘자손이가로되 `이악한일의정형을우리에

게고하라' 4레위사람곧죽임을당한여인의남편이

대답하여가로되 `내가내첩으로더불어베냐민에속

한기브아에유숙하러갔더니 5기브아사람들이나를

치러일어나서밤에나의우거한집을에워싸고나를

죽이려하고내첩을욕보여서그로죽게한지라 6내

가내첩의시체를취하여쪼개어이스라엘기업의온

땅에보내었노니이는그들이이스라엘중에서음행과

망령된일을행하였음을인함이로라 7이스라엘자손

들아! 너희가다여기있은즉너희의의견과방책을낼

지니라' 8모든백성이일제히일어나며가로되 `우리

가하나라도자기장막으로돌아가지아니하며하나라

도자기집으로들어가지아니하고 9우리가기브아사

람에게이렇게행하리니곧제비뽑아서그들을치되

10우리가이스라엘모든지파중에서백에열, 천에백,

만에천을취하고그백성을위하여양식을예비하고

그들로베냐민의기브아에가서그무리의이스라엘

중에서망령된일을행한대로징계하게하리라' 하니

라 11이와같이이스라엘모든사람이하나같이합심

하여그성읍을치려고모였더라 12이스라엘지파들이

베냐민온지파에사람들을보내어두루행하며이르

기를 `너희중에서생긴이악이어찜이뇨? 13그런즉

이제기브아사람곧그비류를우리에게붙여서우리

로죽여이스라엘중에악을제하여버리게하라' 하나

베냐민자손이그형제이스라엘자손의말을듣지아

니하고 14도리어각성읍에서기브아에모이고나가서

이스라엘자손과싸우고자하니 15그때에성읍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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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베냐민자손의수는칼을빼는자가모두이만육

천이요그외에기브아거민중택한자가칠백인데 16

이모든백성중에서택한칠백명은다왼손잡이라물

매로돌을던지면호리도틀림이없는자더라 17베냐

민자손외에이스라엘사람의칼을빼는자의수는사

십만명이니다전사라 18이스라엘자손이일어나벧엘

에올라가서하나님께묻자와가로되우리중에누가

먼저올라가서베냐민자손과싸우리이까?여호와께서

가라사대유다가먼저일지니라 19이스라엘자손이아

침에일어나기브아를대하여진을치니라 20이스라엘

사람들이나가서항오를벌이고거기서그들과싸우고

자하매 21베냐민자손이기브아에서나와서당일에

이스라엘사람이만이천을땅에엎드러뜨렸으나 22이

스라엘사람들이스스로용기를내어첫날항오를벌

였던곳에다시항오를벌이니라 23이스라엘자손이

올라가서여호와앞에서저물도록울며여호와께묻자

와가로되 `내가다시나아가서나의형제베냐민자손

과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가라사대올라가서치라

하시니라 24그이튿날에이스라엘자손이베냐민자손

을치러나아가매 25베냐민도그이튿날에기브아에서

그들을치러나와서다시이스라엘자손일만팔천을

땅에엎드러뜨렸으니다칼을빼는자였더라 26이에

온이스라엘자손모든백성이올라가서벧엘에이르

러울며거기서여호와앞에앉고그날이저물도록금

식하고번제와화목제를여호와앞에드리고 27여호와

께물으니라 (그때에는하나님의언약궤가거기있고

28아론의손자엘르아살의아들비느하스가그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자손이묻자오되 `내가다시나가

나의형제베냐민자손과싸우리이까말리이까'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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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께서가라사대올라가라내일은내가그를네손에

붙이리라 29이스라엘이기브아사면에군사를매복하

니라 30이스라엘자손이제삼일에베냐민자손에게로

치러올라가서전과같이기브아를대하여항오를벌

이매 31베냐민자손이나와서백성을맞더니꾀임에

빠져성읍을떠났더라그들이큰길곧한편은벧엘로

올라가는길이요한편은기브아의들로가는길에서

백성을쳐서전과같이이스라엘사람삼십명가량을

죽이기시작하며 32스스로이르기를이들이처음과같

이우리앞에서패한다하나이스라엘자손은이르기를

`우리가도망하여그들을성읍에서큰길로꾀어내자'

하고 33이스라엘사람이모두그처소에서일어나서

바알다말에항오를벌였고그복병은그처소곧기브

아초장에서쏟아져나왔더라 34온이스라엘사람중

에서택한사람일만이기브아에이르러치매싸움이

심히맹렬하나베냐민사람은화가자기에게미친줄

을알지못하였더라 35여호와께서이스라엘앞에서베

냐민을쳐서파하게하시매당일에이스라엘자손이

베냐민사람이만오천일백을죽였으니다칼을빼는

자이었더라 36이에베냐민자손이자기가패한것을

깨달았으니이는이스라엘사람이기브아에매복한군

사를믿고잠간베냐민사람앞을피하매 37복병이급

히나와기브아에돌입하고나아가며칼날로온성읍

을쳤음이더라 38처음에이스라엘사람과복병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큰연기가치미는것으로군호

를삼자' 하고 39이스라엘사람은싸우다가물러가고

베냐민사람은이스라엘사람삼십명가량을쳐죽이

기를시작하며이르기를 `이들이정녕처음싸움같이

우리에게패한다'하다가 40연기구름이기둥같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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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가운데서일어날때에베냐민사람이돌아보매온

성읍에연기가하늘에닿았고 41이스라엘사람은돌이

키는지라베냐민사람이화가자기에게미친것을보

고심히놀라 42이스라엘사람앞에서몸을돌이켜광

야길로향하였으나군사가급히추격하며각성읍에

서나온자를그가운데서진멸하니라 43그들이베냐

민사람을에워쌌더니기브아앞동편까지쫓으며그

쉬는곳에서짓밟으매 44베냐민중에서엎드러진자가

일만팔천이니다용사더라 45그들이몸을돌이켜광

야로도망하여림몬바위에이르는큰길에서이스라엘

이또오천명을이삭줍듯하고또급히따라기돔에이

르러또이천명을죽였으니 46이날에베냐민의칼을

빼는자의엎드러진것이모두이만오천이니다용사

더라 47베냐민육백명이돌이켜광야로도망하여림몬

바위에이르러거기서넉달을지내었더라 48이스라엘

사람이베냐민자손에게로돌아와서온성읍과가축과

만나는자를다칼날로치고닥치는성읍마다다불살

랐더라

21이스라엘사람들이미스바에서맹세하여이르기

를 `우리중에누구든지딸을베냐민사람에게아내로

주지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백성이벧엘에이르러거

기서저녁까지하나님앞에앉아서대성통곡하여 3가

로되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여! 오늘날이스라엘

중에어찌하여한지파가이즈러졌나이까?' 하더니 4

이튿날에백성이일찌기일어나서거기한단을쌓고

번제와화목제를드렸더라 5이스라엘자손이가로되

`이스라엘온지파중에총회와함께하여여호와앞에

올라오지아니한자가누구뇨?하니이는그들이크게

맹세하기를미스바에와서여호와앞에이르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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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는반드시죽일것이라하였음이라 6이스라엘자

손이그형제베냐민을위하여뉘우쳐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중에한지파가끊쳤도다 7그남은자들에게

우리가어떻게하면아내를얻게하리요우리가전에

여호와로맹세하여우리딸을그들의아내로주지아

니하리라'하였도다 8또가로되 `이스라엘지파중미

스바에올라와서여호와께이르지아니한자가누구뇨

?' 하고본즉야베스길르앗에서는한사람도진에이르

러총회에참여치아니하였으니 9백성을계수할때에

야베스길르앗거민이하나도거기없음을보았음이라

10회중이큰용사일만이천을그리로보내며그들에

게명하여가로되가서야베스길르앗거민과및부녀

와어린아이를칼날로치라 11너희의행할일은모든

남자와남자와잔여자를진멸할것이니라하였더니

12그들이야베스길르앗거민중에서젊은처녀사백

인을얻었으니이는아직남자와자지아니하여서남

자를알지못하는자라그들이실로진으로끌어오니

라이는가나안땅이더라 13온회중이림몬바위에있

는베냐민자손에게보내어평화를공포하게하였더니

14그때에베냐민이돌아온지라이에이스라엘사람이

야베스길르앗여인중에서살려둔여자를그들에게

주었으나오히려부족하므로 15백성들이베냐민을위

하여뉘우쳤으니이는여호와께서이스라엘지파들중

에한지파가궐이나게하셨음이더라 16회중장로들

이가로되 `베냐민의여인이다멸절되었으니이제그

남은자들에게어떻게하여야아내를얻게할꼬?' 17또

가로되 `베냐민의도망하여면한자에게마땅히기업

이있어야하리니그리하면이스라엘중에한지파가

사라짐이없으리라 18그러나우리가우리의딸을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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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내로주지못하리니이는이스라엘자손이맹세

하여이르기를딸을베냐민에게아내로주는자는저

주를받으리라하였음이로다' 19또가로되 `보라, 벧엘

북편,르보나남편벧엘에서세겜으로올라가는큰길

동편실로에매년여호와의절기가있도다'하고 20베

냐민자손에게명하여가로되 `가서포도원에숨어 21

보다가실로의여자들이무도하러나오거든너희는포

도원에서나와서실로의딸중에서각각그아내로붙

들어가지고베냐민땅으로돌아가라 22만일그아비

나형제가와서우리에게쟁론하면우리가그에게말

하기를청컨대너희는우리에게은혜를베풀어그들을

우리에게줄지니라이는우리가전쟁할때에각사람

을위하여그아내를얻어주지못하였고너희가자의

로그들에게준것이아니니너희에게죄가없을것임

이니라하겠노라' 하매 23베냐민자손이그같이행하

여춤추는여자중에서자기들의수효대로아내로붙

들어가지고자기기업에돌아가서성읍들을중건하고

거기거하니라 24그때에이스라엘자손이그곳을떠

나각각그지파, 그가족에게로돌아가되곧각각그곳

에서나와서자기기업으로돌아갔더라 25그때에이

스라엘에왕이없으므로사람이각각그소견에옳은

대로행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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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
1사사들의치리하던때에그땅에흉년이드니라유

다베들레헴에한사람이그아내와두아들을데리고

모압지방에가서우거하였는데 2그사람의이름은엘

리멜렉이요그아내의이름은나오미요그두아들의

이름은말론과기룐이니유다베들레헴에브랏사람들

이더라그들이모압지방에들어가서거기유하더니 3

나오미의남편엘리멜렉이죽고나오미와그두아들

이남았으며 4그들은모압여자중에서아내를취하였

는데하나의이름은오르바요하나의이름은룻이더라

거기거한지십년즈음에 5말론과기룐두사람이다

죽고그여인은두아들과남편의뒤에남았더라 6그

가모압지방에있어서여호와께서자기백성을권고

하사그들에게양식을주셨다함을들었으므로이에

두자부와함께일어나모압지방에서돌아오려하여 7

있던곳을떠나고두자부도그와함께하여유다땅으

로돌아오려고길을행하다가 8나오미가두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각각어미의집으로돌아가라너희가

죽은자와나를선대한것같이여호와께서너희를선

대하시기를원하며 9여호와께서너희로각각남편의

집에서평안함을얻게하시기를원하노라'하고그들

에게입맞추매그들이소리를높여울며 10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우리는어머니와함께어머니의

백성에게로돌아가겠나이다' 11나오미가가로되 `내

딸들아돌아가라너희가어찌나와함께가려느냐?나

의태중에너희남편될아들들이오히려있느냐? 12내

딸들아돌이켜너희길로가라나는늙었으니남편을

두지못할지라가령내가소망이있다고말한다든지

오늘밤에남편을두어서아들들을생산한다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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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어찌그것을인하여그들의자라기를기다리겠

느냐? 어찌그것을인하여남편두기를멈추겠느냐? 내

딸들아그렇지아니하니라여호와의손이나를치셨으

므로나는너희로인하여더욱마음이아프도다' 14그

들이소리를높여다시울더니오르바는그시모에게

입맞추되룻은그를붙좇았더라 15나오미가또가로

되 `보라, 네동서는그백성과그신에게로돌아가나니

너도동서를따라돌아가라' 16룻이가로되 `나로어머

니를떠나며어머니를따르지말고돌아가라강권하지

마옵소서!어머니께서가시는곳에나도가고,어머니

께서유숙하시는곳에서나도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의백성이나의백성이되고, 어머니의하나님이나의

하나님이되시리니 17어머니께서죽으시는곳에서나

도죽어거기장사될것이라만일내가죽는일외에어

머니와떠나면여호와께서내게벌을내리시고더내

리시기를원하나이다' 18나오미가룻의자기와함께

가기로굳게결심함을보고그에게말하기를그치니라

19이에그두사람이행하여베들레헴까지이르니라

베들레헴에이를때에온성읍이그들을인하여떠들

며이르기를 `이가나오미냐?' 하는지라 20나오미가

그들에게이르되 `나를나오미라칭하지말고마라라

칭하라이는전능자가나를심히괴롭게하셨음이니라

21내가풍족하게나갔더니여호와께서나로비어돌아

오게하셨느니라여호와께서나를징벌하셨고전능자

가나를괴롭게하셨거늘너희가어찌나를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22나오미가모압지방에서그자부

모압여인룻과함께돌아왔는데그들이보리추수시

작할때에베들레헴에이르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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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오미의남편엘리멜렉의친족중유력한자가있

으니이름은보아스더라 2모압여인룻이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밭에가게하소서! 내가뉘게은혜를입으

면그를따라서이삭을줍겠나이다'나오미가그에게

이르되 `내딸아갈지어다' 하매 3룻이가서베는자를

따라밭에서이삭을줍는데우연히엘리멜렉의친족

보아스에게속한밭에이르렀더라 4마침보아스가베

들레헴에서부터와서베는자들에게이르되여호와께

서너희가함께하시기를원하노라그들이대답하되

여호와께서당신에게복주시기를원하나이다 5보아

스가베는자들을거느린사환에게이르되 `이는뉘소

녀냐?' 6베는자를거느린사환이대답하여가로되 `이

는나오미와함께모압지방에서돌아온모압소녀인

데 7그의말이나로베는자를따라단사이에서이삭

을줍게하소서하였고아침부터와서는잠시집에서

쉰외에지금까지계속하는중이니이다' 8보아스가룻

에게이르되 `내딸아들으라이삭을주우러다른밭으

로가지말며여기서떠나지말고나의소녀들과함께

있으라 9그들의베는밭을보고그들을따르라내가

그소년들에게명하여너를건드리지말라하였느니라

목이마르거든그릇에가서소년들의길어온것을마

실지니라' 10룻이땅에엎드려절하며그에게이르되

`나는이방여인이어늘당신이어찌하여내게은혜를

베푸시며나를돌아보시나이까?' 11보아스가그에게

대답하여가로되 `네남편이죽은후로네가시모에게

행한모든것과네부모와고국을떠나전에알지못하

던백성에게로온일이내게분명히들렸느니라 12여

호와께서네행한일을보응하시기를원하며이스라엘

의하나님여호와께서그날개아래보호를받으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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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온전한상주시기를원하노라!' 13룻이가로되

`내주여, 내가당신께은혜입기를원하나이다나는당

신의시녀의하나와같지못하오나당신이이시녀를

위로하시고마음을기쁘게하는말씀을하셨나이다'

14식사할때에보아스가룻에게이르되 `이리로와서

떡을먹으며네떡조각을초에찍으라' 룻이곡식베는

자곁에앉으니그가볶은곡식을주매룻이배불리먹

고남았더라 15룻이이삭을주우러일어날때에보아

스가자기소년들에게명하여가로되 `그로곡식단사

이에서줍게하고책망하지말며 16또그를위하여줌

에서조금씩뽑아버려서그로줍게하고꾸짖지말라'

하니라 17룻이밭에서저녁까지줍고그주운것을떠

니보리가한에바쯤되는지라 18그것을가지고성읍

에들어가서시모에게그주운것을보이고그배불리

먹고남긴것을내어시모에게드리매 19시모가그에

게이르되 `오늘어디서주웠느냐? 어디서일을하였느

냐? 너를돌아본자에게복이있기를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일한것을시모에게알게하여가로되 `오

늘일하게한사람의이름은보아스니이다' 20나오미

가자부에게이르되 `여호와의복이그에게있기를원

하노라!그가생존한자와사망한자에게은혜베풀기

를그치지아니하도다'나오미가또그에게이르되 `그

사람은우리의근족이니우리기업을무를자중하나

이니라' 21모압여인룻이가로되 `그가내게또이르

기를내추수를다마치기까지너는내소년들에게가

까이있으라하더이다' 22나오미가자부룻에게이르

되 `내딸아! 너는그소녀들과함께나가고다른밭에

서사람을만나지아니하는것이좋으니라' 23이에룻

이보아스의소녀들에게가까이있어서보리추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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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추수를마치기까지이삭을주우며그시모와함께

거하니라

3룻의시모나오미가그에게이르되 `내딸아! 내가너

를위하여안식할곳을구하여너로복되게하여야하

지않겠느냐? 2네가함께하던시녀들을둔보아스는

우리의친족이아니냐?그가오늘밤에타작마당에서

보리를까불리라 3그런즉너는목욕하고기름을바르

고의복을입고타작마당에내려가서그사람이먹고

마시기를다하기까지는그에게보이지말고 4그가누

울때에너는그눕는곳을알았다가들어가서그발치

이불을들고거기누우라그가너의할일을네게고하

리라' 5룻이시모에게이르되 `어머니의말씀대로내

가다행하리이다!' 하니라 6그가타작마당으로내려

가서시모의명대로다하니라 7보아스가먹고마시고

마음이즐거워서가서노적가리곁에눕는지라룻이

가만히가서그발치이불을들고거기누웠더라 8밤

중에그사람이놀라몸을돌이켜본즉한여인이자기

발치에누웠는지라 9가로되 `네가누구뇨?' 대답하되

`나는당신의시녀룻이오니당신의옷자락으로시녀

를덮으소서당신은우리기업을무를자가됨이니이

다' 10가로되 `내딸아!여호와께서네게복주시기를

원하노라!네가빈부를물론하고연소한자를좇지아

니하였으니너의베푼인애가처음보다나중이더하도

다 11내딸아, 두려워말라! 내가네말대로네게다행

하리라! 네가현숙한여자인줄나의성읍백성이다아

느니라 12참으로나는네기업을무를자나무를자가

나보다더가까운친족이있으니 13이밤에여기서머

무르라아침에그가기업무를자의책임을네게이행

하려하면좋으니그가그기업무를자의책임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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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라만일그가기업무를자의책임을네게이행

코자아니하면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노니내가기

업무를자의책임을네게행하리라아침까지누울지

니라' 14룻이새벽까지그발치에누웠다가사람이피

차알아보기어려울때에일어났으니보아스의말에여

인이타작마당에들어온것을사람이알지못하여야

할것이라하였음이라 15보아스가가로되 `네겉옷을

가져다가펴서잡으라`펴서잡으니보리를여섯번되

어룻에게이워주고성으로들어가니라 16룻이시모에

게이르니그가가로되 `내딸아! 어떻게되었느냐?' 룻

이그사람의자기에게행한것을다고하고 17가로되

`그가내게이보리를여섯번되어주며이르기를빈손

으로네시모에게가지말라하더이다` 18이에시모가

가로되 `내딸아! 이사건이어떻게되는것을알기까지

가만히앉아있으라그사람이오늘날이일을성취하

기전에는쉬지아니하리라'

4보아스가성문에올라가서거기앉았더니마침보아

스의말하던기업무를자가지나는지라보아스가그

에게이르되 `아무여이리로와서앉으라'그가와서앉

으매 2보아스가성읍장로십인을청하여가로되 `당

신들은여기앉으라'그들이앉으매 3보아스가그기

업무를자에게이르되 `모압지방에서돌아온나오미

가우리형제엘리멜렉의소유지를관할하므로 4내가

여기앉은자들과내백성의장로들앞에서그것을사

라고네게고하여알게하려하였노라네가무르려면

무르려니와네가무르지아니하려거든내게고하여알

게하라네다음은나요, 그외에는무를자가없느니라

' 그가가로되 `내가무르리라' 5보아스가가로되 `네

가나오미의손에서그밭을사는날에곧죽은자의아



룻기 530

내모압여인룻에게서사서그죽은자의기업을그이

름으로잇게하여야할지니라' 6그기업무를자가가

로되 `나는내기업에손해가있을까하여나를위하여

무르지못하노니나의무를권리를네가취하라나는

무르지못하겠노라' 7옛적이스라엘중에모든것을

무르거나교환하는일을확정하기위하여사람이그신

을벗어그이웃에게주더니이것이이스라엘의증명

하는전례가된지라 8이에그기업무를자가보아스

에게이르되네가너를위하여사라하고그신을벗는

지라 9보아스가장로들과모든백성에게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기룐과말론에게있던모든것을나오미의

손에서산일에너희가오늘날증인이되었고 10또말

론의아내모압여인룻을사서나의아내로취하고그

죽은자의기업을그이름으로잇게하여그이름이그

형제중과그곳성문에서끊어지지않게함에너희가

오늘날증인이되었느니라' 11성문에있는모든백성

과장로들이가로되 `우리가증인이되노니여호와께

서네집에들어가는여인으로이스라엘집을세운라

헬, 레아두사람과같게하시고너로에브랏에서유력

하고베들레헴에서유명케하시기를원하며 12여호와

께서이소년여자로네게후사를주사네집으로다말

이유다에게낳아준베레스의집과같게하시기를원

하노라' 13이에보아스가룻을취하여아내를삼고그

와동침하였더니여호와께서그로잉태케하시므로그

가아들을낳은지라 14여인들이나오미에게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오늘날네게기업무를자

가없게아니하셨도다이아이의이름이이스라엘중

에유명하게되기를원하노라! 15이는네생명의회복

자며네노년의봉양자라곧너를사랑하며일곱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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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귀한자부가낳은자로다' 16나오미가아기를취

하여품에품고그의양육자가되니 17그이웃여인들

이그에게이름을주되 `나오미가아들을낳았다'하여

그이름을오벳이라하였는데그는다윗의아비인이

새의아비였더라 18베레스의세계는이러하니라베레

스는헤스론을낳았고 19헤스론은람을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낳았고 20암미나답은나손을낳았고,나손

은살몬을낳았고 21살몬은보아스를낳았고, 보아스

는오벳을낳았고 22오벳은이새를낳았고, 이새는다

윗을낳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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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1에브라임산지라마다임소빔에에브라임사람엘가

나라하는자가있으니그는여로함의아들이요엘리

후의손자요도후의증손이요숩의현손이더라 2그에

게두아내가있으니하나의이름은한나요하나의이

름은브닌나라브닌나는자식이있고한나는무자하더

라 3이사람이매년에자기성읍에서나와서실로에

올라가서만군의여호와께경배하며제사를드렸는데

엘리의두아들홉니와비느하스가여호와의제사장으

로거기있었더라 4엘가나가제사를드리는날에는제

물의분깃을그아내브닌나와그모든자녀에게주고

5한나에게는갑절을주니이는그를사랑함이라그러

나여호와께서그로성태치못하게하시니 6여호와께

서그로성태치못하게하시므로그대적브닌나가그

를심히격동하여번민케하더라 7매년에한나가여호

와의집에올라갈때마다남편이그같이하매브닌나

가그를격동시키므로그가울고먹지아니하니 8그

남편엘가나가그에게이르되 `한나여어찌하여울며

어찌하여먹지아니하며어찌하여그대의마음이슬프

뇨내가그대에게열아들보다낫지아니하뇨?' 9그들

이실로에서먹고마신후에한나가일어나니때에제

사장엘리는여호와의전문설주곁그의자에앉았더

라 10한나가마음이괴로와서여호와께기도하고통곡

하며 11서원하여가로되 `만군의여호와여만일주의

여종의고통을돌아보시고나를생각하시고주의여종

을잊지아니하사아들을주시면내가그의평생에그

를여호와께드리고삭도를그머리에대지아니하겠

나이다' 12그가여호와앞에오래기도하는동안에엘

리가그의입을주목한즉 13한나가속으로말하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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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동하고음성은들리지아니하므로엘리는그가

취한줄로생각한지라 14엘리가그에게이르되 `네가

언제까지취하여있겠느냐? 포도주를끊으라' 15한나

가대답하여가로되 `나의주여, 그렇지아니하니이다

나는마음이슬픈여자라포도주나독주를마신것이

아니요여호와앞에나의심정을통한것뿐이오니 16

당신의여종을악한여자로여기지마옵소서내가지

금까지말한것은나의원통함과격동됨이많음을인

함이니이다' 17엘리가대답하여가로되 `평안히가라

이스라엘의하나님이너의기도하여구한것을허락하

시기를원하노라'엘리가대답하여가로되 `평안히가

라이스라엘의하나님이너의기도하여구한것을허

락하시기를원하노라' 18가로되 `당신의여종이당신

께은혜입기를원하나이다`하고가서먹고얼굴에다

시는수색이없으니라 19그들이아침에일찌기일어나

여호와앞에경배하고돌아가서라마의자기집에이

르니라엘가나가그아내한나와동침하매여호와께서

그를생각하신지라 20한나가잉태하고때가이르매아

들을낳아사무엘이라이름하였으니이는 `내가여호

와께그를구하였다'함이더라 21그사람엘가나와그

온집이여호와께매년제와그서원제를드리러올라

갈때에 22오직한나는올라가지아니하고그남편에

게이르되아이를젖떼거든내가그를데리고가서여

호와앞에뵈게하고거기영영히있게하리이다 23그

남편엘가나가그에게이르되 `그대의소견에선한대

로하여그를젖떼기까지기다리라오직여호와께서

그말씀대로이루시기를원하노라' 이에그여자가그

아들을양육하며그젖떼기까지기다리다가 24젖을

뗀후에그를데리고올라갈새수소셋과가루한에바



사무엘상 534

와포도주한가죽부대를가지고실로여호와의집에

나아갔는데아이가어리더라 25그들이수소를잡고아

이를데리고엘리에게가서 26한나가가로되 `나의주

여! 당신의사심으로맹세하나이다나는여기서나의

주당신곁에서서여호와께기도하던여자라 27이아

이를위하여내가기도하였더니여호와께서나의구하

여기도한바를허락하신지라 28그러므로나도그를

여호와께드리되그의평생을여호와께드리나이다'

하고그아이는거기서여호와께경배하니라

2한나가기도하여가로되내마음이여호와를인하여

즐거워하며내뿔이여호와를인하여높아졌으며내

입이내원수들을향하여크게열렸으니이는내가주

의구원을인하여기뻐함이니이다 2여호와와같이거

룩하신이가없으시니이는주밖에다른이가없고우

리하나님같은반석도없으심이니이다 3심히교만한

말을다시하지말것이며오만한말을너희입에서내

지말지어다! 여호와는지식의하나님이시라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용사의활은꺾이고넘어진자는힘

으로띠를띠도다 5유족하던자들은양식을위하여품

을팔고주리던자들은다시주리지않도다전에잉태

치못하던자는일곱을낳았고많은자녀를둔자는쇠

약하도다 6여호와는죽이기도하시고살리기도하시

며음부에내리게도하시고올리기도하시는도다 (Sheol

h7585) 7여호와는가난하게도하시고부하게도하시며,

낮추기도하시고높이기도하시는도다 8가난한자를

진토에서일으키시며빈핍한자를거름더미에서드사

귀족들과함께앉게하시며영광의위를차지하게하

시는도다땅의기둥들은여호와의것이라여호와께서

세계를그위에세우셨도다 9그가그거룩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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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지키실것이요악인으로흑암중에서잠잠케하

시리니힘으로는이길사람이없음이로다 10여호와를

대적하는자는산산이깨어질것이라하늘우뢰로그

들을치시리로다여호와께서땅끝까지심판을베푸시

고자기왕에게힘을주시며자기의기름부음을받은

자의뿔을높이시리로다하니라 11엘가나는라마의자

기집으로돌아가고그아이는제사장엘리앞에서여

호와를섬기니라 12엘리의아들들은불량자라여호와

를알지아니하더라 13그제사장들이백성에게행하는

습관은이러하니곧아무사람이제사를드리고그고

기를삶을때에제사장의사환이손에세살갈고리를

가지고와서 14그것으로남비에나솥에나큰솥에나

가마에찔러넣어서갈고리에걸려나오는것은제사

장이자기것으로취하되실로에서무릇그곳에온이

스라엘사람에게이같이할뿐아니라 15기름을태우

기전에도제사장의사환이와서제사드리는사람에

게이르기를 `제사장에게구워드릴고기를내라그가

네게삶은고기를원치아니하고날것을원하신다' 하

다가 16그사람이이르기를 `반드시먼저기름을태운

후에네마음에원하는대로취하라`하면그가말하기

를 `아니라지금내게내라그렇지아니하면내가억지

로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이소년들의죄가여호와

앞에심히큼은그들이여호와의제사를멸시함이었더

라 18사무엘이어렸을때에세마포에봇을입고여호

와앞에섬겨더라 19그어미가매년제를드리러그남

편과함께올라갈때마다작은겉옷을지어다가그에

게주었더니 20엘리가엘가나와그아내에게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이여인으로말미암아네게후사

를주사이가여호와께간구하여얻어드린아들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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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게하시기를원하노라'하였더니그들이그집으

로돌아가매 21여호와께서한나를권고하사그로잉태

하여세아들과두딸을낳게하셨고아이사무엘은여

호와앞에서자라니라 22엘리가매우늙었더니그아들

들이온이스라엘에게행한모든일과회막문에서수

종드는여인과동침하였음을듣고 23그들에게이르되

`너희가어찌하여이런일을하느냐? 내가너희의악행

을이모든백성에게서듣노라 24내아들아그리말라

내게들리는소문이좋지아니하니라너희가여호와의

백성으로범과케하는도다 25사람이사람에게범죄하

면하나님이판결하시려니와사람이여호와께범죄하

면누가위하여간구하겠느냐?` 하되그들이그아비의

말을듣지아니하였으니이는여호와께서그들을죽이

기로뜻하셨음이었더라 26아이사무엘이점점자라매

여호와와사람들에게은총을더욱받더라 27하나님의

사람이엘리에게와서그에게이르되 `여호와의말씀

에너희조상의집이애굽에서바로의집에속하였을

때에내가그들에게나타나지아니하였느냐? 28이스

라엘모든지파중에서내가그를택하여나의제사장

을삼아그로내단에올라분향하며내앞에서에봇을

입게하지아니하였느냐?이스라엘자손의드리는모

든화제를내가네조상의집에주지아니하였느냐? 29

너희는어찌하여내가나의처소에서명한나의제물

과예물을밟으며네아들들을나보다더중히여겨내

백성이스라엘의드리는가장좋은것으로스스로살

지게하느냐? 30그러므로이스라엘의하나님나여호

와가말하노라내가전에네집과네조상의집이내앞

에영영히행하리라하였으나이제나여호와가말하

노니결단코그렇게아니하리라나를존중히여기는



사무엘상 537

자를내가존중히여기고나를멸시하는자를내가경

멸히여기리라 31보라, 내가네팔과네조상의집팔을

끊어네집에노인이하나도없게하는날이이를지라

32이스라엘에게모든복을베푸는중에너는내처소

의환난을볼것이요네집에영영토록노인이없을것

이며 33내단에서내가끊어버리지아니할너의사람

이네눈을쇠잔케하고네마음을슬프게할것이요네

집에생산하는모든자가젊어서죽으리라 34네두아

들홉니와비느하스가한날에죽으리니그둘의당할

그일이네게표징이되리라 35내가나를위하여충실

한제사장을일으키리니그사람은내마음내뜻대로

행할것이라내가그를위하여견고한집을세우리니

그가나의기름부음을받은자앞에서영구히행하리

라 36네집에남은사람이각기와서은한조각과떡

한덩이를위하여그에게엎드려가로되청하노니내

게한제사장의직분을맡겨나로떡조각을먹게하소

서하리라하셨다' 하니라

3아이사무엘이엘리앞에서여호와를섬길때에는

여호와의말씀이희귀하여이상이흔히보이지않았더

라 2엘리의눈이점점어두워가서잘보지못하는그

때에그가자기처소에누웠고 3하나님의등불은아직

꺼지지아니하였으며사무엘은하나님의궤있는여호

와의전안에누웠더니 4여호와께서사무엘을부르시

는지라그가대답하되 `내가여기있나이다'하고 5엘

리에게로달려가서가로되 `당신이나를부르셨기로

내가여기있나이다'가로되 `나는부르지아니하였으

니다시누우라'그가가서누웠더니 6여호와께서다

시사무엘을부르시는지라사무엘이일어나서엘리에

게로가서가로되 `당신이나를부르셨기로내가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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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이다'대답하되 `내아들아내가부르지아니하였

으니다시누우라'하니라 7사무엘이아직여호와를

알지못하고여호와의말씀도아직그에게나타나지

아니한때라 8여호와께서세번째사무엘을부르시는

지라그가일어나서엘리에게로가서가로되 `당신이

나를부르셨기로내가여기있나이다'엘리가여호와

께서이아이를부르신줄을깨닫고 9이에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누웠다가그가너를부르시거든네가말

하기를여호와여말씀하옵소서주의종이듣겠나이다

하라'이에사무엘이가서자기처소에누우니라 10여

호와께서임하여서서전과같이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사무엘이가로되 `말씀하옵소서주의종

이듣겠나이다' 11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이르시되보

라, 내가이스라엘중에한일을행하리니그것을듣는

자마다두귀가울리리라 12내가엘리의집에대하여

말한것을처음부터끝까지그날에그에게다이루리

라 13내가그집을영영토록심판하겠다고그에게이

른것은그의아는죄악을인함이니이는그가자기아

들들이저주를자청하되금하지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내가엘리의집에대하여맹세하기를엘리

집의죄악은제물이나예물로나영영히속함을얻지

못하리라하였노라 15사무엘이아침까지누웠다가여

호와의집문을열었으나그이상을엘리에게알게하

기를두려워하더니 16엘리가사무엘을불러가로되

`내아들사무엘아' 하니대답하되 `내가여기있나이

다' 17가로되 `네게무엇을말씀하셨느냐청하노니내

게숨기지말라네게말씀하신모든것을하나라도숨

기면하나님이네게벌을내리시고또내리시기를원

하노라' 18사무엘이세세히말하고조금도숨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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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니그가가로되 `이는여호와시니선하신소견대

로하실것이니라' 하니라 19사무엘이자라매여호와

께서그와함께계셔서그말로하나도땅에떨어지지

않게하시니 20단에서부터브엘세바까지의온이스라

엘이사무엘은여호와의선지자로세우심을입은줄을

알았더라 21여호와께서실로에서다시나타나시되여

호와께서실로에서여호와의말씀으로사무엘에게자

기를나타내시니

4사무엘의말이온이스라엘에전파되니라이스라엘

은나가서블레셋사람과싸우려고에벤에셀곁에진

치고블레셋사람은아벡에진쳤더니 2이스라엘을대

하여항오를벌이니라그둘이싸우다가이스라엘이

블레셋사람앞에서패하여그들에게전쟁에서죽임을

당한군사가사천명가량이라 3백성이진으로돌아오

매이스라엘장로들이가로되 `여호와께서어찌하여

우리로오늘블레셋사람앞에패하게하셨는고여호

와의언약궤를실로에서우리에게로가져다가우리중

에있게하여그것으로우리를우리원수들의손에서

구원하게하자'하니 4이에백성이실로에보내어그

룹사이에계신만군의여호와의언약궤를거기서가

져왔고엘리의두아들홉니와비느하스는하나님의

언약궤와함께거기있었더라 5여호와의언약궤가진

에들어올때에온이스라엘이큰소리로외치매땅이

울린지라 6블레셋사람이그외치는소리를듣고가로

되 `히브리진에서큰소리로외침은어찜이뇨?' 하다

가여호와의궤가진에들어온줄을깨달은지라 7블레

셋사람이두려워하여가로되 `신이진에이르렀도다'

하고또가로되 `우리에게화로다전일에는이런일이

없었도다 8우리에게화로다누가우리를이능한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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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손에서건지리요그들은광야에서여러가지재앙으

로애굽인을친신들이니라 9너희블레셋사람들아강

하게되며대장부가되어라너희가히브리사람의종

이되기를그들이너희의종이되었던것같이말고대

장부같이되어싸우라'하고 10블레셋사람이쳤더니

이스라엘이패하여각기장막으로도망하였고살륙이

심히커서이스라엘보병의엎드러진자가삼만이었으

며 11하나님의궤는빼앗겼고엘리의두아들홉니와

비느하스는죽임을당하였더라 12당일에어떤베냐민

사람이진에서달려나와그옷을찢고그머리에티끌

을무릅쓰고실로에이르니라 13그가이를때는엘리

가길곁자기의자에앉아기다리며그마음이여호와

의궤로인하여떨릴즈음이라그사람이성에들어오

며고하매온성이부르짖는지라 14엘리가그부르짖

는소리를듣고가로되 `이훤화하는소리는어찜이뇨'

그사람이빨리와서엘리에게고하니 15때에엘리의

나이구십팔이라그눈이어두워서보지못하더라 16

그사람이엘리에게고하되 `나는진중에서나온자라

내가오늘진중에서도망하여왔나이다' 엘리가가로

되 `내아들아일이어찌되었느냐?' 17소식을전하는

자가대답하여가로되 `이스라엘이블레셋사람앞에

서도망하였고백성중에는큰살륙이있었고당신의

두아들홉니와비느하스도죽임을당하였고하나님의

궤는빼앗겼나이다' 18하나님의궤를말할때에엘리

가자기의자에서자빠져문곁에서목이부러져죽었

으니나이많고비둔한연고라그가이스라엘사사가

된지사십년이었더라 19그의며느리비느하스의아내

가잉태하여산기가가까왔더니하나님의궤빼앗긴

것과그시부와남편의죽은소문을듣고갑자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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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몸을구푸려해산하고 20죽어갈때에곁에섰던여

인들이그에게이르되 `두려워말라네가아들을낳았

다'하되그가대답지도아니하며관념치도아니하고

21이르기를 `영광이이스라엘에서떠났다' 하고아이

이름을이가봇이라하였으니하나님의궤가빼앗겼고

그시부와남편이죽었음을인함이며 22또이르기를

하나님의궤를빼앗겼으므로영광이이스라엘에서떠

났다하였더라

5블레셋사람이하나님의궤를빼앗아가지고에벤에

셀에서부터아스돗에이르니라 2블레셋사람이하나

님의궤를가지고다곤의당에들어가서다곤의곁에

두었더니 3아스돗사람이이튿날일찌기일어나본즉

다곤이여호와의궤앞에서엎드러져그얼굴이땅에

닿았는지라그들이다곤을일으켜다시그자리에세

웠더니 4그이튿날아침에그들이일찌기일어나본즉

다곤이여호와의궤앞에서엎드러져얼굴이땅에닿

았고그머리와두손목은끊어져문지방에있고다곤

의몸둥이만남았더라 5그러므로다곤의제사장들이

나다곤의당에들어가는자는오늘까지아스돗에있

는다곤의문지방을밟지아니하더라 6여호와의손이

아스돗사람에게엄중히더하사독종의재앙으로아스

돗과그지경을쳐서망하게하니 7아스돗사람들이

이를보고가로되 `이스라엘신의궤를우리와함께있

게못할지라그손이우리와우리신다곤을친다' 하고

8이에보내어블레셋사람의모든방백을모으고가로

되 `우리가이스라엘신의궤를어찌할꼬'그들이대답

하되 `이스라엘신의궤를가드로옮겨가라'하므로이

스라엘신의궤를옮겨갔더니 9그것을옮겨간후에

여호와의손이심히큰환난을그성에더하사성읍사



사무엘상 542

람의작은자와큰자를다쳐서독종이나게하신지라

10이에그들이하나님의궤를에그론으로보내니라하

나님의궤가에그론에이른즉에그론사람이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이스라엘신의궤를우리에게로가져

다가우리와우리백성을죽이려한다' 하고 11이에보

내어블레셋모든방백을모으고가로되 `이스라엘신

의궤를보내어본처로돌아가게하고우리와우리백

성죽임을면케하자' 하니이는온성이사망의환난을

당함이라거기서하나님의손이엄중하시므로 12죽지

아니한사람들은독종으로치심을받아성읍의부르짖

음이하늘에사무쳤더라

6여호와의궤가블레셋사람의지방에있은지일곱

달이라 2블레셋사람이제사장들과복술자들을불러

서이르되 `우리가여호와의궤를어떻게할꼬그것을

어떻게본처로보낼것을우리에게가르치라' 3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신의궤를보내려거든거저보내지

말고그에게속건제를드려야할지니라그리하면병도

낫고그손을너희에게서옮기지아니하는연고도알

리라' 4그들이가로되 `무엇으로그에게드릴속건제

를삼을꼬'가로되 `블레셋사람의방백의수효대로금

독종다섯과금쥐다섯이라야하리니너희와너희방

백에게내린재앙이일반임이니라 5그러므로너희는

너희독종의형상과땅을해롭게하는쥐의형상을만

들어이스라엘신께영화를돌리라그가혹그손을너

희와너희신들과너희땅에서경하게하실까하노라 6

애굽인과바로가그마음을강퍅케한것같이어찌하

여너희가너희마음을강퍅케하겠느냐?그가그들중

에서기이하게행한후에그들이백성을가게하므로

백성이떠나지아니하였느냐? 7그러므로새수레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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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멍에메어보지아니한젖나는소둘을끌어다가

수레를소에메우고그송아지들은떼어집으로돌려

보내고 8여호와의궤를가져다가수레에싣고속건제

드릴금보물은상자에담아궤곁에두고그것을보내

어가게하고 9보아서궤가그본지경길로올라가서

벧세메스로가면이큰재앙은그가우리에게내린것

이요그렇지아니하면우리를친것이그손이아니요

우연히만난것인줄알리라' 10그사람들이그같이하

여젖나는소둘을끌어다가수레를메우고송아지들

은집에가두고 11여호와의궤와및금쥐와그들의독

종의형상을담은상자를수레위에실으니 12암소가

벧세메스길로바로행하여대로로가며갈때에울고

좌우로치우치지아니하였고블레셋방백들은벧세메

스경계까지따라가니라 13벧세메스사람들이골짜기

에서밀을베다가눈을들어궤를보고그것의보임을

기뻐하더니 14수레가벧세메스사람여호수아의밭큰

돌있는곳에이르러선지라무리가수레의나무를패

고그소를번제로여호와께드리고 15레위인은여호

와의궤와그궤와함께있는금보물담긴상자를내려

다가큰돌위에두매그날에벧세메스사람들이여호

와께번제와다른제를드리니라 16블레셋다섯방백

이이것을보고그날에에그론으로돌아갔더라 17블레

셋사람이여호와께속건제로드린금독종은이러하니

아스돗을위하여하나요, 가사를위하여하나요, 아스

글론을위하여하나요, 가드를위하여하나요, 에그론

을위하여하나이며, 18드린바금쥐는여호와의궤를

놓은큰돌에이르기까지의모든견고한성읍과시골

동리곧다섯방백에게속한사람의모든성읍의수효

대로였더라그돌은벧세메스사람여호수아의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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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있더라 19벧세메스사람들이여호와의궤를

들여다본고로그들을치사오만칠십인을죽이신지

라여호와께서백성을쳐서크게살륙하셨으므로백성

이애곡하였더라 20벧세메스사람들이가로되 `이거

룩하신하나님여호와앞에누가능히서리요그를우

리에게서뉘게로가시게할꼬` 하고 21사자들을기랏

여아림거민에게보내어가로되 `블레셋사람이여호

와의궤를도로가져왔으니너희는내려와서그것을

너희에게로옮겨가라'

7기랏여아림사람들이와서여호와의궤를옮겨산에

사는아비나답의집에들여놓고그아들엘리아살을

거룩히구별하여여호와의궤를지키게하였더니 2사

무엘이이스라엘온족속에게일러가로되 `너희가전

심으로여호와께돌아오려거든이방신들과아스다롯

을너희중에서제하고너희마음을여호와께로향하

여그만섬기라너희를블레셋사람의손에서건져내

시리라' 3이에이스라엘자손이바알들과아스다롯을

제하고여호와만섬기니라 4사무엘이가로되 `온이스

라엘은미스바로모이라내가너희를위하여여호와께

기도하리라'하매 5그들이미스바에모여물을길어

여호와앞에붓고그날에금식하고거기서가로되 `우

리가여호와께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사무엘이미스

바에서이스라엘자손을다스리니라 6이스라엘자손

이미스바에모였다함을블레셋사람이듣고그방백

들이이스라엘을치러올라온지라이스라엘자손이듣

고블레셋사람을두려워하여 7사무엘에게이르되 `당

신은우리를위하여우리하나님여호와께쉬지말고

부르짖어우리를블레셋사람의손에서구원하시게하

소서' 8사무엘이젖먹는어린양을취하여온전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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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여호와께드리고이스라엘을위하여여호와께부

르짖으매여호와께서응답하셨더라 9사무엘이번제

를드릴때에블레셋사람이이스라엘과싸우려고가

까이오매그날에여호와께서블레셋사람에게큰우

뢰를발하여그들을어지럽게하시니그들이이스라엘

앞에패한지라 10이스라엘사람들이미스바에서나가

서블레셋사람을따라벧갈아래에이르기까지쳤더

라 11사무엘이돌을취하여미스바와센사이에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여기까지우리를도우셨다' 하고

그이름을 [에벤에셀]이라하니라 12이에블레셋사람

이굴복하여다시는이스라엘경내에들어오지못하였

으며여호와의손이사무엘의사는날동안에블레셋

사람을막으시매 13블레셋사람이이스라엘에게서빼

앗았던성읍이에그론부터가드까지이스라엘에게회

복되니이스라엘이그사방지경을블레셋사람의손

에서도로찾았고또이스라엘과아모리사람사이에

평화가있었더라 14사무엘이사는날동안에이스라엘

을다스렸으되 15해마다벧엘과길갈과미스바로순회

하여그모든곳에서이스라엘을다스렸고 16라마로

돌아왔으니이는거기자기집이있음이라거기서도

이스라엘을다스렸으며또거기여호와를위하여단을

쌓았더라

8사무엘이늙으매그아들들로이스라엘사사를삼으

니 2장자의이름은요엘이요차자의이름은아비야라

그들이브엘세바에서사사가되니라 3그아들들이그

아비의행위를따르지아니하고이를따라서뇌물을

취하고판결을굽게하니라 4이스라엘모든장로가모

여라마에있는사무엘에게나아가서 5그에게이르되

`보소서당신은늙고당신의아들들은당신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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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아니하니열방과같이우리에게왕을세워우

리를다스리게하소서'한지라 6우리에게왕을주어

우리를다스리게하라한그것을사무엘이기뻐하지

아니하여여호와께기도하매 7여호와께서사무엘에

게이르시되백성이네게한말을다들으라그들이너

를버림이아니요나를버려자기들의왕이되지못하

게함이니라 8내가그들을애굽에서인도하여낸날부

터오늘날까지그들이모든행사로나를버리고다른

신들을섬김같이네게도그리하는도다 9그러므로그

들의말을듣되너는그들에게엄히경계하고그들을

다스릴왕의제도를알게하라 10사무엘이왕을구하

는백성에게여호와의모든말씀을일러 11가로되 `너

희를다스릴왕의제도가이러하니라그가너희아들

들을취하여그병거와말을어거케하리니그들이그

병거앞에서달릴것이며 12그가또너희아들들로천

부장과오십부장을삼을것이며자기밭을갈게하고

자기추수를하게할것이며자기병거와병거의제구

를만들게할것이며 13그가또너희딸들을취하여향

료만드는자와요리하는자와떡굽는자를삼을것이

며 14그가또너희밭과포도원과감람원의제일좋은

것을취하여자기신하들에게줄것이며 15그가또너

희곡식과포도원소산의십일조를취하여자기관리

와신하에게줄것이며 16그가또너희노비와가장아

름다운소년과나귀들을취하여자기일을시킬것이

며 17너희양떼의십분일을취하리니너희가그종이

될것이라 18그날에너희가너희택한왕을인하여부

르짖되그날에여호와께서너희에게응답지아니하시

리라' 19백성이사무엘의말듣기를거절하여가로되

`아니로소이다우리도우리왕이있어야하리니 2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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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열방과같이되어우리왕이우리를다스리며우

리앞에나가서우리의싸움을싸워야할것이니이다'

21사무엘이백성의모든말을듣고여호와께고하매 22

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이르시되그들의말을들어왕

을세우라하시니사무엘이이스라엘사람들에게이르

되 `너희는각기성읍으로돌아가라' 하니라

9베냐민지파에기스라이름하는유력한사람이있으

니그는아비엘의아들이요스롤의손자요베고랏의

증손이요아비아의현손이라베냐민사람이더라 2기

스가아들이있으니그이름은사울이요준수한소년

이라이스라엘자손중에그보다더준수한자가없고

키는모든백성보다어깨위는더하더라 3사울의아비

기스가암나귀들을잃고그아들사울에게이르되 `너

는한사환을데리고일어나가서암나귀들을찾으라'

하매 4그가에브라임산지와살리사땅으로두루다니

되찾지못하고사알림땅으로두루다니되없고베냐

민사람의땅으로두루다니되찾지못하니라 5그들이

숩땅에이른때에사울이함께하는사환에게이르되

돌아가자내부친이암나귀생각은고사하고우리를

위하여걱정하실까두려워하노라 6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하나님의사람이있는데존중히여김을받는

사람이라그가말한것은반드시다응하나니그리로

가사이다그가혹우리의갈길을가르칠까하나이다'

7사울이그사환에게이르되 `우리가가면그사람에

게무엇을드리겠느냐?우리그릇에식물이다하였으

니하나님의사람에게드릴예물이없도다무엇이있

느냐?' 8사환이사울에게다시대답하여가로되 `보소

서내손에은한세겔의사분일이있으니하나님의사

람에게드려우리길을가르치게하겠나이다' 9 (옛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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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사람이하나님께가서물으려하면말하기

를선견자에게로가자하였으니지금선지자라하는

자를옛적에는선견자라일컬었더라) 10사울이그사

환에게이르되 `네말이옳다가자`하고그들이하나

님의사람있는성으로가니라 11그들이성을향한비

탈길로올라가다가물길러나오는소녀들을만나그

들에게묻되 `선견자가여기있느냐?' 12그들이대답

하여가로되 `있나이다보소서그가당신보다앞섰으

니빨리가소서백성이오늘산당에서제사를드리므

로그가오늘성에들어오셨나이다 13당신들이성으로

들어가면그가먹으러산당에올라가기전에곧만나

리이다그가오기전에는백성이먹지아니하나니이

는그가제물을축사한후에야청함을받은자가먹음

이라그러므로지금올라가소서금시로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그들이성읍으로올라가서그리로들어갈

때에사무엘이마침산당으로올라가려고마주나오더

라 15사울의오기전날에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알

게하여가라사대 16내일이맘때에내가베냐민땅에

서한사람을네게보내리니너는그에게기름을부어

내백성이스라엘의지도자를삼으라그가내백성을

블레셋사람의손에서구원하리라내백성의부르짖음

이내게상달하였으므로내가그들을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17사무엘이사울을볼때에여호와께서그에

게이르시되보라, 이는내가네게말한사람이니이가

내백성을통할하리라하시니라 18사울이성문가운데

사무엘에게나아가가로되 `선견자의집이어디인지

청컨대내게가르치소서' 19사무엘이사울에게대답하

여가로되 `내가선견자니라너는내앞서산당으로올

라가라너희가오늘날나와함께먹을것이요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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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내가너를보내되네마음에있는것을다네게말하

리라 20사흘전에잃은네암나귀들을염려하지말라

찾았느니라온이스라엘의사모하는자가누구냐?너

와네아비의온집이아니냐?' 21사울이대답하여가

로되 `나는이스라엘지파의가장작은지파베냐민사

람이아니오며나의가족은베냐민지파모든가족중

에가장미약하지아니하니이까당신이어찌하여내게

이같이말씀하시나이까?' 22사무엘이사울과그사환

을인도하여객실로들어가서청한자중수석에앉게

하였는데객은삼십명가량이었더라 23사무엘이요리

인에게이르되 `내가네게주며네게두라고말한그부

분을가져오라' 24요리인이넓적다리와그것에붙은

것을가져다가사울앞에놓는지라사무엘이가로되

`보라, 이는두었던것이니네앞에놓고먹으라내가

백성을청할때부터너를위하여이것을두어서이때

를기다리게하였느니라' 그날에사울이사무엘과함

께먹으니라 25그들이산당에서내려성에들어가서는

사무엘이사울과함께지붕에서담화하고 26그들이일

찌기일어날새동틀때즈음이라사무엘이지붕에서

사울을불러가로되 `일어나라내가너를보내리라'하

매사울이일어나고그두사람사울과사무엘이함께

밖으로나가서 27성읍끝에이르매사무엘이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우리를앞서게하라'사환이앞서매

또가로되 `너는이제잠간서있으라내가하나님의말

씀을네게들리리라'

10이에사무엘이기름병을취하여사울의머리에붓

고입맞추어가로되 `여호와께서네게기름을부으사

그기업의지도자를삼지아니하셨느냐? 2네가오늘

나를떠나가다가베냐민경계셀사에있는라헬의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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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곁에서두사람을만나리니그들이네게이르기를

네가찾으러갔던암나귀들을찾은지라네아비가암

나귀들의염려는놓았으나너희를인하여걱정하여가

로되내아들을위하여어찌하리요하더라할것이요 3

네가거기서더나아가서다볼상수리나무에이르면

거기서하나님께뵈려고벧엘로올라가는세사람이

너와만나리니하나는염소새끼셋을이끌었고하나

는떡세덩이를가졌고하나는포도주한가죽부대를

가진자라 4그들이네게문안하고떡두덩이를주겠

고너는그손에서받으리라 5그후에네가하나님의

산에이르리니그곳에는블레셋사람의영문이있느니

라네가그리로가서그성읍으로들어갈때에선지자

의무리가산당에서부터비파와소고와저와수금을

앞세우고예언하며내려오는것을만날것이요 6네게

는여호와의신이크게임하리니너도그들과함께예

언을하고변하여새사람이되리라 7이징조가네게

임하거든너는기회를따라행하라!하나님이너와함

께하시느니라! 8너는나보다앞서길갈로내려가라

내가네게로내려가서번제와화목제를드리리니내가

네게가서너의행할것을가르칠때까지칠일을기다

리라' 9그가사무엘에게서떠나려고몸을돌이킬때에

하나님이새마음을주셨고그날그징조도다응하니

라 10그들이산에이를때에선지자의무리가그를영

접하고하나님의신이사울에게크게임하므로그가

그들중에서예언을하니 11전에사울을알던모든사

람이사울의선지자들과함께예언함을보고서로이

르되 `기스의아들의당한일이무엇이뇨사울도선지

자들중에있느냐'하고 12그곳의어떤사람은말하여

이르되 `그들의아비가누구냐?' 한지라그러므로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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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어가로되 `사울도선지자들중에있느냐?' 하더

라 13사울이예언하기를마치고산당으로가니라 14

사울의숙부가사울과그사환에게이르되 `너희가어

디로갔더냐?' 사울이가로되 `암나귀들을찾다가얻지

못하므로사무엘에게갔었나이다' 15사울의숙부가가

로되 `청하노니사무엘이너희에게이른말을내게고

하라' 16사울이그숙부에게말하되 `그가암나귀들을

찾았다고우리에게분명히말하더이다' 하고사무엘의

말하던나라의일은고하지아니하니라 17사무엘이백

성을미스바로불러여호와앞에모으고 18이스라엘

자손에게이르되 `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

말씀하시기를내가이스라엘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

고너희를애굽인의손과너희를압제하는모든나라

의손에서건져내었느니라하셨거늘 19너희가너희를

모든재난과고통중에서친히구원하여내신너희하

나님을오늘날버리고이르기를우리위에왕을세우

라하도다그런즉이제너희지파대로천명씩여호와

앞에나아오라' 하고 20사무엘이이에이스라엘모든

지파를가까이오게하였더니베냐민지파가뽑혔고

21베냐민지파를그가족대로가까이오게하였더니

마드리의가족이뽑혔고그중에서기스의아들사울

이뽑혔으나그를찾아도만나지못한지라 22그러므로

그들이또여호와께묻되 `그사람이여기왔나이까?'

여호와께서대답하시되그가행구사이에숨었느니라

23그들이달려가서거기서데려오매그가백성중에

서니다른사람보다어깨위나더크더라 24사무엘이

모든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여호와의택하신자를

보느냐?모든백성중에짝할이가없느니라'하니모든

백성이왕의만세를외쳐부르니라 25사무엘이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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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백성에게말하고책에기록하여여호와앞에두

고모든백성을각기집으로보내매 26사울도기브아

자기집으로갈때에마음이하나님께감동된유력한

자들은그와함께갔어도 27어떤비류는가로되 `이사

람이어떻게우리를구원하겠느냐?' 하고멸시하며예

물을드리지아니하니라그러나그는잠잠하였더라

11암몬사람나하스가올라와서길르앗야베스를대

하여진치매야베스모든사람이나하스에게이르되

`우리와언약하자그리하면우리가너를섬기리라' 2

암몬사람나하스가그들에게이르되 `내가너희오른

눈을다빼어야너희와언약하리라내가온이스라엘

을이같이모욕하리라' 3야베스장로들이이르되 `우

리에게이레유예를주어우리로이스라엘온지경에

사자를보내게하라우리를구원할자가없으면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이에사자가사울의기브아에이

르러이말을백성에게고하매모든백성이소리를높

여울더니 5마침사울이밭에서소를몰고오다가가

로되 `백성이무슨일로우느냐?' 그들이야베스사람

의말로고하니라 6사울이이말을들을때에하나님

의신에게크게감동되매그노가크게일어나서 7한

겨리소를취하여각을뜨고사자의손으로그것을이

스라엘모든지경에두루보내어가로되 `누구든지나

와서사울과사무엘을좇지아니하면그소들도이와

같이하리라'하였더니여호와의두려움이백성에게

임하매그들이한사람같이나온지라 8사울이베섹에

서그들을계수하니이스라엘자손이삼십만이요유다

사람이삼만이더라 9무리가온사자들에게이르되 `너

희는길르앗야베스사람에게이같이이르기를내일

해가더울때에너희가구원을얻으리라하라' 사자들



사무엘상 553

이돌아가서야베스사람들에게고하매그들이기뻐하

니라 10야베스사람들이이에가로되 `우리가내일너

희에게나아가리니너희소견에좋을대로우리에게

다행하라' 하니라 11이튿날에사울이백성을삼대에

나누고새벽에적진중에들어가서날이더울때까지

암몬사람을치매남은자가다흩어져서둘도함께한

자가없었더라 12백성이사무엘에게이르되 `사울이

어찌우리를다스리겠느냐? 한자가누구니이까? 그들

을끌어내소서우리가죽이겠나이다' 13사울이가로되

`이날에는사람을죽이지못하리니여호와께서오늘

날이스라엘중에구원을베푸셨음이니라' 14사무엘이

백성에게이르되 `오라! 우리가길갈로가서나라를새

롭게하자` 15모든백성이길갈로가서거기서여호와

앞에사울로왕을삼고거기서여호와앞에화목제를

드리고사울과이스라엘모든사람이거기서크게기

뻐하니라

12사무엘이온이스라엘에게이르되 `보라,너희가

내게한말을내가다듣고너희위에왕을세웠더니 2

이제왕이너희앞에출입하느니라보라, 나는늙어머

리가희었고내아들들도너희와함께있느니라내가

어려서부터오늘날까지너희앞에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여기있나니여호와앞과그기름부음을받은자

앞에서내게대하여증거하라내가뉘소를취하였느

냐?뉘나귀를취하였느냐?누구를속였느냐?누구를

압제하였느냐?내눈을흐리게하는뇌물을뉘손에서

취하였느냐?그리하였으면내가그것을너희에게갚으

리라' 4그들이가로되 `당신이우리를속이지아니하

였고압제하지아니하였고뉘손에서아무것도취한

것이없나이다' 5사무엘이백성에게이르되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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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에서아무것도찾아낸것이없음을여호와께서

너희에게대하여증거하시며그기름부음을받은자

도오늘날증거하느니라'그들이가로되 `그가증거하

시나이다' 6사무엘이백성에게이르되 `모세와아론

을세우시며너희열조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신

이는여호와시니 7그런즉가만히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너희열조에게행하신모든의로운일에대하

여내가여호와앞에서너희와담론하리라 8야곱이애

굽에들어간후너희열조가여호와께부르짖으매여

호와께서모세와아론을보내사그두사람으로너희

열조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어이곳에거하게하셨으

나 9그들이그하나님여호와를잊은지라여호와께서

그들을하솔군장시스라의손과블레셋사람의손과

모압왕의손에붙이셨더니그들이치매 10백성이여

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우리가여호와를버리고바알

들과아스다롯을섬기므로범죄하였나이다그러하오

나이제우리를원수들의손에서건져내소서그리하

시면우리가주를섬기겠나이다하매 11여호와께서여

룹바알과베단과입다와나사무엘을보내사너희를

너희사방원수의손에서건져내사너희로안전히거

하게하셨거늘 12너희가암몬자손의왕나하스의너

희를치러옴을보고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는너희

의왕이되실지라도너희가내게이르기를아니라우

리를다스릴왕이있어야하겠다하였도다 13이제너

희의구한왕너희의택한왕을보라여호와께서너희

위에왕을세우셨느니라 14너희가만일여호와를경외

하여그를섬기며그목소리를듣고여호와의명령을

거역하지아니하며또너희와너희를다스리는왕이

너희하나님여호와를좇으면좋으니라마는 15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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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여호와의목소리를듣지아니하고여호와의명령

을거역하면여호와의손이너희의열조를치신것같

이너희를치실것이라 16너희는이제가만히서서여

호와께서너희목전에행하시는이큰일을보라, 17오

늘은밀베는때가아니냐?내가여호와께아뢰리니여

호와께서우뢰와비를보내사너희가왕을구한일곧

여호와의목전에범한죄악이큼을너희로밝히알게

하시리라' 18이에사무엘이여호와께아뢰매여호와께

서그날에우뢰와비를보내시니모든백성이여호와

와사무엘을크게두려워하니라 19모든백성이사무엘

에게이르되 `당신의종들을위하여당신의하나님여

호와께기도하여우리로죽지않게하소서!우리가우

리의모든죄에왕을구하는악을더하였나이다' 20사

무엘이백성에게이르되 `두려워말라! 너희가과연이

모든악을행하였으나여호와를좇는데서돌이키지

말고오직너희마음을다하여여호와를섬기라! 21돌

이켜유익하게도못하며구원하지도못하는헛된것을

좇지말라! 그들은헛되니라 22여호와께서는너희로

자기백성삼으신것을기뻐하신고로그크신이름을

인하여자기백성을버리지아니하실것이요 23나는

너희를위하여기도하기를쉬는죄를여호와앞에결

단코범치아니하고선하고의로운도로너희를가르

칠것인즉 24너희는여호와께서너희를위하여행하신

그큰일을생각하여오직그를경외하며너희의마음

을다하여진실히섬기라! 25만일너희가여전히악을

행하면너희와너희왕이다멸망하리라'

13사울이왕이될때에사십세라그가이스라엘을다

스린지이년에 2이스라엘사람삼천을택하여그중에

서이천은자기와함께믹마스와벧엘산에있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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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은요나단과함께베냐민기브아에있게하고남

은백성은각기장막으로보내니라 3요나단이게바에

있는블레셋사람의수비대를치매블레셋사람이이

를들은지라사울이온땅에나팔을불어이르되 `히브

리사람들은들으라'하니 4온이스라엘이사울의블

레셋사람의수비대를친것과이스라엘이블레셋사

람의가증히여김이되었다함을듣고길갈로모여사

울을좇으니라 5블레셋사람이이스라엘과싸우려하

여모였는데병거가삼만이요마병이육천이요백성은

해변의모래같이많더라그들이올라와서벧아웬동

편믹마스에진치매 6이스라엘사람들이위급함을보

고절박하여굴과수풀과바위틈과은밀한곳과웅덩

이에숨으며 7어떤히브리사람들은요단을건너갓과

길르앗땅으로가되사울은아직길갈에있고그를좇

은모든백성은떨더라 8사울이사무엘의정한기한대

로이레를기다리되사무엘이길갈로오지아니하매

백성이사울에게서흩어지는지라 9사울이가로되 `번

제와화목제물을이리로가져오라'하여번제를드렸

더니 10번제드리기를필하자사무엘이온지라사울이

나가맞으며문안하매 11사무엘이가로되왕의행한

것이무엇이뇨?사울이가로되백성은나에게서흩어

지고당신은정한날안에오지아니하고블레셋사람

은믹마스에모였음을내가보았으므로 12이에내가

이르기를블레셋사람은나를치러길갈로내려오겠거

늘내가여호와께은혜를간구치못하였다하고부득

이하여번제를드렸나이다 13사무엘이사울에게이르

되 `왕이망령되이행하였도다! 왕이왕의하나님여호

와께서왕에게명하신명령을지키지아니하였도다그

리하였더면여호와께서이스라엘위에왕의나라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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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히세우셨을것이어늘 14지금은왕의나라가길지

못할것이라여호와께서왕에게명하신바를왕이지

키지아니하였으므로여호와께서그마음에맞는사람

을구하여그백성의지도자를삼으셨느니라'하고 15

사무엘이일어나길갈에서떠나베냐민기브아로올라

가니라사울이자기와함께한백성을계수하니육백

명가량이라 16사울과그아들요나단과그들과함께

한백성은베냐민게바에있고블레셋사람은믹마스

에진쳤더니 17노략군들이삼대로블레셋사람의진에

서나와서한대는오브라길로말미암아수알땅에이

르렀고 18한대는벧호론길로향하였고한대는광야

를향한스보임골짜기가내려다보이는지경길로향

하였더라 19때에이스라엘온땅에철공이없어졌으니

이는블레셋사람이말하기를 `히브리사람이칼이나

창을만들까두렵다' 하였음이라 20온이스라엘사람

이각기보습이나삽이나도끼나괭이를벼리려면블

레셋사람에게로내려갔었는데 21곧그들이괭이나삽

이나쇠스랑이나도끼나쇠채찍이무딜때에그리하였

으므로 22싸우는날에사울과요나단과함께한백성의

손에는칼이나창이없고오직사울과그아들요나단

에게만있으니라 23블레셋사람의부대가나와서믹마

스어귀에이르렀더라

14하루는사울의아들요나단이자기병기를든소년

에게이르되우리가건너편블레셋사람의부대에게로

건너가자하고그아비에게는고하지아니하였더라 2

사울이기브아변경미그론에있는석류나무아래머

물렀고함께한백성은육백명가량이며 3아히야는에

봇을입고거기있었으니그는이가봇의형제아히둡

의아들이요비느하스의손자요실로에서여호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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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되었던엘리의증손이었더라백성은요나단의

간줄을알지못하니라 4요나단이블레셋사람의부대

에게로건너가려하는어귀사이이편에도험한바위

가있고저편에도험한바위가있는데하나의이름은

보세스요하나의이름은세네라 5한바위는북에서믹

마스앞에일어섰고하나는남에서게바앞에일어섰

더라 6요나단이자기병기든소년에게이르되 `우리

가이할례없는자들의부대에게로건너가자여호와

께서우리를위하여일하실까하노라여호와의구원은

사람의많고적음에달리지아니하였느니라!' 7병기

든자가그에게이르되 `당신의마음에있는대로다행

하여앞서가소서내가당신과마음을같이하여따르

리이다' 8요나단이가로되 `보라, 우리가그사람들에

게로건너가서그들에게보이리니 9그들이만일이같

이우리에게이르기를우리가너희에게로가기를기다

리라하면우리는우리곳에가만히서서그들에게로

올라가지말것이요 10그들이만일이같이말하기를

우리에게로올라오라하면우리가올라갈것은여호와

께서그들을우리손에붙이셨음이니이것이우리에게

표징이되리라' 하고 11둘이다블레셋사람의부대에

게보이매블레셋사람이가로되 `보라, 히브리사람이

그숨었던구멍에서나온다'하고 12그부대사람들이

요나단과그병기든자를대하여가로되우리에게로

올라오라너희에게한일을보이리라한지라요나단이

자기병기든자에게이르되나를따라올라오라여호

와께서그들을이스라엘의손에붙이셨느니라하고 13

요나단이손발로붙잡고올라갔고그병기든자도따

랐더라블레셋사람들이요나단앞에서엎드러지매병

기든자가따라가며죽였으니 14요나단과그병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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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반일경지단안에서처음으로도륙한자가이십인

가량이라 15들에있는진과모든백성중에떨림이일

어났고부대와노략군들도떨었으며땅도진동하였으

니이는큰떨림이었더라 16베냐민기브아에있는사

울의파숫군이바라본즉허다한블레셋사람이무너져

이리저리흩어지더라 17사울이자기와함께한백성에

게이르되 `우리에게서누가나갔는지점고하여보라'

하고점고한즉요나단과그의병기든자가없어졌더

라 18사울이아히야에게이르되 `하나님의궤를이리

로가져오라' 하니그때에하나님의궤가이스라엘자

손과함께있음이라 19사울이제사장에게말할때에

블레셋사람의진에소동이점점더한지라사울이제

사장에게이르되 `네손을거두라' 하고 20사울과그와

함께한모든백성이모여전장에가서본즉블레셋사

람이각각칼로그동무를치므로크게혼란하였더라

21전에블레셋사람과함께하던히브리사람이사방

에서블레셋사람과함께와서진에들어왔더니그들

이돌이켜사울과요나단과함께한이스라엘사람과

합하였고 22에브라임산지에숨었던이스라엘모든사

람도블레셋사람의도망함을듣고싸우러나와서그

들을추격하였더라 23여호와께서그날에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전쟁이벧아웬을지나니라 24이날에이

스라엘백성이피곤하였으니이는사울이백성에게맹

세시켜경계하여이르기를 `저녁곧내가내원수에게

보수하는때까지아무식물이든지먹는사람은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그러므로백성이식물을맛

보지못하고 25그들이다수풀에들어간즉땅에꿀이

있더라 26백성이수풀로들어갈때에꿀이흐르는것

을보고도그들이맹세를두려워하여손을그입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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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가없으나 27요나단은그아비가맹세로백성에

게명할때에듣지못하였으므로손에가진지팡이끝

을내밀어꿀을찍고그손을돌이켜입에대매눈이밝

아졌더라 28때에백성중하나가고하여가로되 `당신

의부친이맹세로백성에게엄히명하여말씀하시기를

오늘날식물을먹는사람은저주를받을지어다하셨나

이다그러므로백성이피곤하였나이다' 29요나단이가

로되 `내부친이이땅으로곤란케하셨도다보라,내가

이꿀조금을맛보고도내눈이이렇게밝았거든 30하

물며백성이오늘그대적에게서탈취하여얻은것을

임의로먹었더면블레셋사람을살륙함이더욱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1그날에백성이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이르기까지블레셋사람을쳤으므로그들이

심히피곤한지라 32백성이이에탈취한물건에달려가

서양과소와송아지들을취하고그것을땅에서잡아

피있는채먹었더니 33무리가사울에게고하여가로

되 `보소서! 백성이고기를피채먹어여호와께범죄하

였나이다' 사울이가로되 `너희가무신하게행하였도

다이제큰돌을내게로굴려오라' 하고 34또가로되

`너희는백성중에흩어져다니며이르기를사람은각

기소와각기양을이리로끌어다가잡아먹되피있는

채먹어서여호와께범죄하지말라' 하매그밤에모든

백성이각각자기의소를끌어다가거기서잡으니라

35사울이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았으니이는그가

여호와를위하여처음쌓은단이었더라 36사울이가로

되 `우리가밤에블레셋사람을쫓아내려가서동틀때

까지그들중에서탈취하고한사람도남기지말자무

리가가로되 `왕의소견에좋은대로하소서' 할때에

제사장이가로되 `이리로와서하나님께로나아가사이



사무엘상 561

다' 하매 37사울이하나님께묻자오되 `내가블레셋사

람을쫓아내려가리이까주께서그들을이스라엘의손

에붙이시겠나이까?' 하되그날에대답지아니하시는

지라 38사울이가로되 `너희백성의어른들아! 다이리

로오라오늘이죄가뉘게있나알아보자 39이스라엘

을구원하신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노니내아들

요나단에게있다할지라도반드시죽으리라'하되모

든백성중한사람도대답지아니하매 40이에그가온

이스라엘에게이르되 `너희는저편에있으라나와내

아들요나단은이편에있으리라'백성이사울에게말

하되 `왕의소견에좋은대로하소서' 하니라 41이에사

울이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아뢰되 `원컨대실

상을보이소서'하였더니요나단과사울이뽑히고백

성은면한지라 42사울이가로되 `나와내아들요나단

사이에뽑으라'하였더니요나단이뽑히니라 43사울이

요나단에게가로되 `너의행한것을내게고하라'요나

단이고하여가로되 `내가다만내손에가진지팡이끝

으로꿀을조금맛보았을뿐이오나내가죽을수밖에

없나이다' 44사울이가로되 `요나단아! 네가반드시죽

으리라! 그렇지않으면하나님이내게벌을내리시고

또내리시기를원하노라' 45백성이사울에게말하되

`이스라엘에이큰구원을이룬요나단이죽겠나이까

결단코그렇지아니하니이다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

하옵나니그의머리털하나도땅에떨어지지아니할

것은그가오늘하나님과동사하였음이니이다'하여

요나단을구원하여죽지않게하니라 46이블레셋사람

따르기를그치고올라가매블레셋사람이자기곳으로

돌아가니라 47사울이이스라엘왕위에나아간후에사

방에있는모든대적곧모압과암몬자손과에돔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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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왕들과블레셋사람을쳤는데향하는곳마다이

기었고 48용맹있게아말렉사람을치고이스라엘을

그약탈하는자의손에서건졌더라 49사울의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두딸의이름은이

러하니맏딸의이름은메랍이요, 작은딸의이름은미

갈이며 50사울의아내의이름은아히노암이니아히마

아스의딸이요,그군장의이름은아브넬이니사울의

숙부넬의아들이며 51사울의아비는기스요아브넬의

아비는넬이니아비엘의아들이었더라 52사울의사는

날동안에블레셋사람과큰싸움이있었으므로사울

이힘있는자나용맹있는자를보면그들을불러모았

더라

15사무엘이사울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나를보내

어왕에게기름을부어그백성이스라엘위에왕을삼

으셨은즉이제왕은여호와의말씀을들으소서! 2만군

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기를아말렉이이스라

엘에게행한일곧애굽에서나올때에길에서대적한

일을내가추억하노니 3지금가서아말렉을쳐서그들

의모든소유를남기지말고진멸하되남녀와소아와

젖먹는아이와우양과약대와나귀를죽이라하셨나이

다' 4사울이백성을소집하고그들을들라임에서계수

하니보병이이십만이요유다사람이일만이라 5사울

이아말렉성에이르러골짜기에복병하니라 6사울이

겐사람에게이르되 `아말렉사람중에서떠나내려가

라그들과함께너희를멸하게될까하노라이스라엘

모든자손이애굽에서올라올때에너희가그들을선

대하였느니라' 이에겐사람이아말렉사람중에서떠

나니라 7사울이하윌라에서부터애굽앞술에이르기

까지아말렉사람을치고 8아말렉사람의왕아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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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잡고칼날로그모든백성을진멸하였으되 9사울

과백성이아각과그양과소의가장좋은것또는기름

진것과어린양과모든좋은것을남기고진멸키를즐

겨아니하고가치없고낮은것은진멸하니라 10여호

와의말씀이사무엘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11내가사

울을세워왕삼은것을후회하노니그가돌이켜서나

를좇지아니하며내명령을이루지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사무엘이근심하여온밤을여호와께부르짖

으니라 12사무엘이사울을만나려고아침에일찌기일

어났더니혹이사무엘에게고하여가로되 `사울이갈

멜에이르러자기를위하여기념비를세우고돌이켜

행하여길갈로내려갔다' 하는지라 13사무엘이사울

에게이른즉사울이그에게이르되 `원컨대당신은여

호와께복을받으소서! 내가여호와의명령을행하였

나이다' 14사무엘이가로되 `그러면내귀에들어오는

이양의소리와내게들리는소의소리는어찜이니이

까?' 15사울이가로되 `그것은무리가아말렉사람에

게서끌어온것인데백성이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

제사하려하여양과소의가장좋은것을남김이요그

외의것은우리가진멸하였나이다' 16사무엘이사울에

게이르되 `가만히계시옵소서간밤에여호와께서내

게이르신것을왕에게말하리이다'가로되 `말씀하소

서' 17사무엘이가로되 `왕이스스로작게여길그때

에이스라엘지파의머리가되지아니하셨나이까?여

호와께서왕에게기름을부어이스라엘왕을삼으시고

18또왕을길로보내시며이르시기를가서죄인아말

렉사람을진멸하되다없어지기까지치라하셨거늘

19어찌하여왕이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치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급하여여호와의악하게여기시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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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나이까?' 20사울이사무엘에게이르되 `나는실

로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하여여호와께서보내신길

로가서아말렉왕아각을끌어왔고아말렉사람을진

멸하였으나 21다만백성이그마땅히멸할것중에서

가장좋은것으로길갈에서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

제사하려고양과소를취하였나이다' 22사무엘이가로

되 `여호와께서번제와다른제사를그목소리순종하

는것을좋아하심같이좋아하시겠나이까?순종이제

사보다낫고듣는것이수양의기름보다나으니 23이

는거역하는것은사술의죄와같고완고한것은사신

우상에게절하는죄와같음이라왕이여호와의말씀을

버렸으므로여호와께서도왕을버려왕이되지못하게

하셨나이다' 24사울이사무엘에게이르되 `내가범죄

하였나이다내가여호와의명령과당신의말씀을어긴

것은내가백성을두려워하여그말을청종하였음이니

이다 25청하오니지금내죄를사하고나와함께돌아

가서나로여호와께경배하게하소서' 26사무엘이사

울에게이르되 `나는왕과함께돌아가지아니하리니

이는왕이여호와의말씀을버렸으므로여호와께서왕

을버려이스라엘왕이되지못하게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사무엘이가려고돌이킬때에사울이그의겉

옷자락을붙잡으매찢어진지라 28사무엘이그에게이

르되 `여호와께서오늘이스라엘나라를왕에게서떼

어서왕보다나은왕의이웃에게주셨나이다 29이스라

엘의지존자는거짓이나변개함이없으시니그는사람

이아니시므로결코변개치않으심이니이다' 30사울이

가로되 `내가범죄하였을지라도청하옵나니내백성의

장로들의앞과이스라엘의앞에서나를높이사나와

함께돌아가서나로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경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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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서' 31이에사무엘이돌이켜사울을따라가매사

울이여호와께경배하니라 32사무엘이가로되 `너희

는아말렉사람의왕아각을내게로이끌어오라' 하였

더니아각이즐거이오며가로되 `진실로사망의괴로

움이지났도다' 하니라 33사무엘이가로되 `네칼이여

인들로무자케한것같이여인중네어미가무자하리

라' 하고그가길갈에서여호와앞에서아각을찍어쪼

개니라 34이에사무엘은라마로가고사울은사울기

브아본집으로올라가니라 35사무엘이죽는날까지사

울을다시가서보지아니하였으니이는그가사울을

위하여슬퍼함이었고여호와께서는사울로이스라엘

왕삼으신것을후회하셨더라

16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이르시되내가이미사울

을버려이스라엘왕이되지못하게하였거늘네가그

를위하여언제까지슬퍼하겠느냐?너는기름을뿔에

채워가지고가라내가너를베들레헴사람이새에게

로보내리니이는내가그아들중에서한왕을예선하

였음이니라 2사무엘이가로되 `내가어찌갈수있으리

이까?사울이들으면나를죽이리이다'여호와께서가

라사대너는암송아지를끌고가서말하기를내가여

호와께제사를드리러왔다하고 3이새를제사에청하

라내가너의행할일을가르치리니내가네게하는자

에게나를위하여기름을부을지니라 4사무엘이여호

와의말씀대로행하여베들레헴에이르매성읍장로들

이떨며그를영접하여가로되 `평강을위하여오시나

이까?' 5가로되 `평강을위함이니라내가여호와께제

사하러왔으니스스로성결케하고와서나와함께제

사하자' 하고이새와그아들들을성결케하고제사에

청하니라 6그들이오매사무엘이엘리압을보고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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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르기를 `여호와의기름부으실자가과연그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이르시되

그용모와신장을보지말라내가이미그를버렸노라

나의보는것은사람과같지아니하니사람은외모를

보거니와나여호와는중심을보느니라! 8이새가아비

나답을불러사무엘의앞을지나게하매사무엘이가

로되 `이도여호와께서택하지아니하셨느니라' 9이

새가삼마로지나게하매사무엘이가로되 `이도여호

와께서택하지아니하셨느니라' 10이새가그아들일

곱으로다사무엘앞을지나게하나사무엘이이새에

게이르되 `여호와께서이들을택하지아니하셨느니라

' 하고 11또이새에게이르되네아들들이다여기있느

냐이새가가로되아직말째가남았는데그가양을지

키나이다사무엘이이새에게이르되보내어그를데려

오라그가여기오기까지는우리가식사자리에앉지

아니하겠노라 12이에보내어그를데려오매그의빛이

붉고눈이빼어나고얼굴이아름답더라여호와께서가

라사대이가그니일어나기름을부으라! 13사무엘이

기름뿔을취하여그형제중에서그에게부었더니이

날이후로다윗이여호와의신에게크게감동되니라

사무엘이떠나서라마로가니라 14여호와의신이사울

에게서떠나고여호와의부리신악신이그를번뇌케

한지라 15사울의신하들이그에게이르되 `보소서! 하

나님의부리신악신이왕을번뇌케하온즉 16원컨대

우리주는주의앞에모시는신하에게명하여수금잘

탈줄아는사람을구하게하소서하나님의부리신악

신이왕에게이를때에그가손으로타면왕이나으시

리이다' 17사울이신하에게이르되 `나를위하여잘타

는사람을구하여내게로데려오라' 18소년중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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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답하여가로되 `내가베들레헴사람이새의아들

을본즉탈줄을알고호기와무용과구변이있는준수

한자라여호와께서그와함께계시더이다' 19사울이

이에사자를이새에게보내어이르되 `양치는네아들

다윗을내게로보내라'하매 20이새가떡과한가죽부

대의포도주와염소새끼를나귀에실리고그아들다

윗의손으로사울에게보내니 21다윗이사울에게이르

러그앞에모셔서매사울이그를크게사랑하여자기

의병기든자를삼고 22이새에게사람을보내어이르

되 `청컨대다윗으로내앞에모셔서게하라그가내게

은총을얻었느니라'하니라 23하나님의부리신악신이

사울에게이를때에다윗이수금을취하여손으로탄

즉사울이상쾌하여낫고악신은그에게서떠나더라

17블레셋사람들이그군대를모으고싸우고자하여

유다에속한소고에모여소고와아세가사이의에베

스담밈에진치매 2사울과이스라엘사람들이모여서

엘라골짜기에진치고블레셋사람을대하여항오를

벌였으니 3블레셋사람은이편산에섰고이스라엘은

저편산에섰고사이에는골짜기가있었더라 4블레셋

사람의진에서싸움을돋우는자가왔는데그이름은

골리앗이요가드사람이라그신장은여섯규빗한뼘

이요 5머리에는놋투구를썼고몸에는어린갑을입었

으니그갑옷의중수가놋오천세겔이며 6그다리에

는놋경갑을쳤고어깨사이에는놋단창을메었으니 7

그창자루는베틀채같고창날은철육백세겔이며방

패든자는앞서행하더라 8그가서서이스라엘군대

를향하여외쳐가로되 `너희가어찌하여나와서항오

를벌였느냐?나는블레셋사람이아니며너희는사울

의신복이아니냐?너희는한사람을택하여내게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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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보내라 9그가능히싸워서나를죽이면우리가너희

의종이되겠고만일내가이기어그를죽이면너희가

우리의종이되어우리를섬길것이니라' 10그블레셋

사람이또가로되 `내가오늘날이스라엘의군대를모

욕하였으니사람을보내어나로더불어싸우게하라'

한지라 11사울과온이스라엘이블레셋사람의이말

을듣고놀라크게두려워하니라 12다윗은유다베들

레헴에브랏사람이새라하는자의아들이었는데이

새는사울당시사람중에나이많아늙은자로서여덟

아들이있는중 13그장성한세아들은사울을따라싸

움에나갔으니싸움에나간세아들의이름은장자엘

리압이요, 그다음은아비나답이요, 제삼은삼마며 14

다윗은말째라장성한삼인은사울을좇았고 15다윗은

사울에게로왕래하며베들레헴에서그아비의양을칠

때에 16그블레셋사람이사십일을조석으로나와서

몸을나타내었더라 17이치스열덩이를가져다가그

들의천부장에게주고네형들의안부를살피고증표

를가져오라' 18때에사울과그들과이스라엘모든사

람이엘라골짜기에서블레셋사람과싸우는중이더라

19다윗이아침에일찌기일어나서양을양지키는자

에게맡기고이새의명한대로가지고가서진영에이

른즉싸우려고고함하며 20이스라엘과블레셋사람이

항오를벌이고양군이서로대하였더라 21다윗이그

짐을짐지키는자의손에맡기고군대로달려가서형

들에게문안하고 22그들과함께말할때에마침블레

셋사람의싸움돋우는가드사람골리앗이라하는자

가그항오에서나와서전과같은말을하매다윗이들

으니라 23이스라엘모든사람이그사람을보고심히

두려워하여그앞에서도망하며 24더러는가로되 `너



사무엘상 569

희가이올라온사람을보았느냐?참으로이스라엘을

모욕하러왔도다그를죽이는사람은왕이많은재물

로부하게하고그딸을그에게주고그아비의집은이

스라엘중에서자유하게하시리라' 25다윗이곁에섰

는사람들에게말하여가로되 `이블레셋사람을죽여

이스라엘의치욕을제하는사람에게는어떠한대우를

하겠느냐?이할례없는블레셋사람이누구관대사시

는하나님의군대를모욕하겠느냐?' 26백성이전과같

이말하여가로되 `그를죽이는사람에게는여차여차

히하시리라' 하니라 27장형엘리압이다윗이사람들

에게하는말을들은지라그가다윗에게노를발하여

가로되 `네가어찌하여이리로내려왔느냐? 들에있는

몇양을뉘게맡겼느냐?나는네교만과네마음의완악

함을아노니네가전쟁을구경하러왔도다' 28다윗이

가로되 `내가무엇을하였나이까? 어찌이유가없으리

이까?' 하고 29돌이켜다른사람을향하여전과같이

말하매백성이전과같이대답하니라 30혹이다윗의

한말을듣고그것을사울에게고하였으므로사울이

다윗을부른지라 31다윗이사울에게고하되 `그를인

하여사람이낙담하지말것이라주의종이가서저블

레셋사람과싸우리이다' 32사울이다윗에게이르되

`네가가서저블레셋사람과싸우기에능치못하리니

너는소년이요그는어려서부터용사임이니라' 33다윗

이사울에게고하되 `주의종이아비의양을지킬때에

사자나곰이와서양떼에서새끼를움키면 34내가따

라가서그것을치고그입에서새끼를건져내었고그

것이일어나나를해하고자하면내가그수염을잡고

그것을쳐죽였나이다 35주의종이사자와곰도쳤은

즉사시는하나님의군대를모욕한이할례없는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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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사람이리이까?그가그짐승의하나와같이되리이

다' 36또가로되 `여호와께서나를사자의발톱과곰의

발톱에서건져내셨은즉나를이블레셋사람의손에

서도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다윗에게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너와함께계시기를원하노라' 37이에사

울이자기군복을다윗에게입히고놋투구를그머리

에씌우고또그에게갑옷을입히매 38다윗이칼을군

복위에차고는익숙치못하므로시험적으로걸어보

다가사울에게고하되 `익숙치못하니이것을입고가

지못하겠나이다'하고곧벗고 39손에막대기를가지

고시내에서매끄러운돌다섯을골라서자기목자의

제구곧주머니에넣고손에물매를가지고블레셋사

람에게로나아가니라 40블레셋사람이점점행하여다

윗에게로나아오는데방패든자가앞섰더라 41그블

레셋사람이둘러보다가다윗을보고업신여기니이는

그가젊고붉고용모가아름다움이라 42블레셋사람이

다윗에게이르되 `네가나를개로여기고막대기를가

지고내게나아왔느냐?' 하고그신들의이름으로다윗

을저주하고 43또이르되 `내게로오라내가네고기를

공중의새들과들짐승들에게주리라' 44다윗이블레셋

사람에게이르되 `너는칼과창과단창으로내게오거

니와나는만군의여호와의이름곧네가모욕하는이

스라엘군대의하나님의이름으로네게가노라! 45오

늘여호와께서너를내손에붙이시리니내가너를쳐

서네머리를베고블레셋군대의시체로오늘날공중

의새와땅의들짐승에게주어온땅으로이스라엘에

하나님이계신줄알게하겠고 46또여호와의구원하심

이칼과창에있지아니함을이무리로알게하리라전

쟁은여호와께속한것인즉그가너희를우리손에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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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리라' 47블레셋사람이일어나다윗에게로마주

가까이올때에다윗이블레셋사람에게로마주그항

오를향하여빨리달리며 48손을주머니에넣어돌을

취하여물매로던져블레셋사람의이마를치매돌이

그이마에박히니땅에엎드러지니라 49다윗이이같이

물매와돌로블레셋사람을이기고그를쳐죽였으나

자기손에는칼이없었더라 50다윗이달려가서블레셋

사람을밟고그의칼을그집에서빼어내어그칼로그

를죽이고그머리를베니블레셋사람들이자기용사

의죽음을보고도망하는지라 51이스라엘과유다사람

들이일어나서소리지르며블레셋사람을쫓아가이와

에그론성문까지이르렀고블레셋사람의상한자들은

사아라임가는길에서부터가드와에그론까지엎드러

졌더라 52이스라엘자손이블레셋사람을쫓다가돌아

와서그들의진을노략하였고 53다윗은블레셋사람의

머리를예루살렘으로가져가고갑주는자기장막에

두니라 54다윗이블레셋사람을향하여나감을사울이

보고군장아브넬에게묻되 `아브넬아이소년이뉘아

들이냐?' 아브넬이가로되 `왕이여왕의사심으로맹세

하옵나니내가알지못하나이다' 하매 55왕이가로되

`너는이청년이누구의아들인가물어보라'하였더니

56다윗이블레셋사람을죽이고돌아올때에블레셋

사람의머리가그손에있는채아브넬이그를사울의

앞으로인도하니 57사울이그에게묻되 `소년이여누

구의아들이뇨?' 다윗이대답하되 `나는주의종베들

레헴사람이새의아들이니이다'

18다윗이사울에게말하기를마치매요나단의마음

이다윗의마음과연락되어요나단이그를자기생명

같이사랑하니라 2그날에사울은다윗을머무르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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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아비의집으로다시돌아가기를허락지아니하

였고 3요나단은다윗을자기생명같이사랑하여더불

어언약을맺었으며 4요나단이자기의입었던겉옷을

벗어다윗에게주었고그군복과칼과활과띠도그리

하였더라 5다윗이사울의보내는곳마다가서지혜롭

게행하매사울이그로군대의장을삼았더니온백성

이합당히여겼고사울의신하들도합당히여겼더라 6

무리가돌아올때곧다윗이블레셋사람을죽이고돌

아올때에여인들이이스라엘모든성에서나와서노

래하며춤추며소고와경쇠를가지고왕사울을환영

하는데 7여인들이뛰놀며창화하여가로되 `사울의죽

인자는천천이요, 다윗은만만이로다' 한지라 8사울

이이말에불쾌하여심히노하여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돌리고내게는천천만돌리니그의더얻을것

이나라밖에무엇이냐?'하고 9그날후로사울이다윗

을주목하였더라 10그이튿날하나님의부리신악신이

사울에게힘있게내리매그가집가운데서야료하는고

로다윗이평일과같이손으로수금을타는데때에사

울의손에창이있는지라 11그가스스로이르기를 `내

가다윗을벽에박으리라' 하고그창을던졌으나다윗

이그앞에서두번피하였더라 12여호와께서사울을

떠나다윗과함께계시므로사울이그를두려워한지라

13그러므로사울이그로자기를떠나게하고천부장을

삼으매그가백성앞에출입하며 14그모든일을지혜

롭게행하니라여호와께서그와함께계시니라 15사울

이다윗의크게지혜롭게행함을보고그를두려워하

였으나 16온이스라엘과유다는다윗을사랑하였으니

그가자기들앞에출입함을인함이었더라 17사울이다

윗에게이르되 `내맏딸메랍을네게아내로주리니오



사무엘상 573

직너는나를위하여용맹을내어여호와의싸움을싸

우라'하니이는그가생각하기를 `내손을그에게대지

말고블레셋사람의손으로그에게대게하리라' 함이

라 18다윗이사울에게이르되 `내가누구며이스라엘

중에내친속이나내아비의집이무엇이관대내가왕

의사위가되리이까?' 하였더니 19사울의딸메랍을다

윗에게줄시기에므훌랏사람아드리엘에게아내로

준바되었더라 20사울의딸미갈이다윗을사랑하매

혹이사울에게고한지라사울이그일을좋게여겨 21

스스로이르되 `내가딸을그에게주어서그에게올무

가되게하고블레셋사람의손으로그를치게하리라'

하고이에다윗에게이르되 `네가오늘다시내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사울이그신하들에게명하되 `너희

는다윗에게비밀히말하여이르기를보라왕이너를

기뻐하시고모든신하도너를사랑하나니그런즉네가

왕의사위가되는것이가하니라'하라 23사울의신하

들이이말로다윗의귀에고하매다윗이가로되 `왕의

사위되는것을너희는경한일로보느냐?나는가난하

고천한사람이로라' 한지라 24사울의신하들이사울

에게고하여가로되 `다윗이여차여차히말하더이다'

25사울이가로되 `너희는다윗에게이같이말하기를

왕이아무폐백도원치아니하고다만왕의원수의보

복으로블레셋사람의양피일백을원하신다하라' 하

였으니이는사울의생각에 `다윗을블레셋사람의손

에죽게하리라' 함이라 26사울의신하들이이말로다

윗에게고하매다윗이왕의사위되는것을좋게여기

므로만기가되지못하여서 27다윗이일어나서그종

자와함께가서블레셋사람이백명을죽이고그양피

를가져다가수대로왕께드려왕의사위가되고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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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울이그딸미갈을다윗에게아내로주었더라 28

여호와께서다윗과함께계심을사울이보고알았고

사울의딸미갈도그를사랑하므로 29사울이다윗을

더욱더욱두려워하여평생에다윗의대적이되니라

30블레셋사람의방백들이나오면그들의나올때마다

다윗이사울의모든신하보다더지혜롭게행하매이

에그이름이심히귀중히되니라

19사울이그아들요나단과그모든신하에게다윗을

죽이라말하였더니사울의아들요나단이다윗을심히

기뻐하므로 2그가다윗에게고하여가로되 `내부친

사울이너를죽이기를꾀하시느니라그러므로이제청

하노니아침에조심하여은밀한곳에숨어있으라 3내

가나가서너있는들에서내부친곁에서서네일을

내부친과말하다가무엇을보거든네게알게하리라'

하고 4요나단이그아비사울에게다윗을포장하여가

로되 `원컨대왕은신하다윗에게범죄치마옵소서그

는왕께득죄하지아니하였고그가왕께행한일은심

히선함이니이다 5그가자기생명을아끼지아니하고

블레셋사람을죽였고여호와께서는온이스라엘을위

하여큰구원을이루셨으므로왕이이를보고기뻐하

셨거늘어찌무고히다윗을죽여무죄한피를흘려범

죄하려하시나이까?' 6사울이요나단의말을듣고맹

세하되 `여호와께서사시거니와그가죽임을당치아

니하리라' 7요나단이다윗을불러그모든일을알게

하고그를사울에게로인도하니그가사울앞에여전

히있으니라 8전쟁이다시있으므로다윗이나가서블

레셋사람들과싸워그들을크게도륙하매그들이그

앞에서도망하니라 9사울이손에단창을가지고그집

에앉았을때에여호와의부리신악신이사울에게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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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다윗이손으로수금을탈때에 10사울이

단창으로다윗을벽에박으려하였으나그는사울의

앞을피하고사울의창은벽에박힌지라다윗이그밤

에도피하매 11사울이사자들을다윗의집에보내어

그를지키다가아침에그를죽이게하려한지라다윗

의아내미갈이다윗에게일러가로되 `당신이이밤에

당신의생명을구하지아니하면내일에는죽임을당하

리라'하고 12미갈이다윗을창에서달아내리우매그

가도망하여피하니라 13미갈이우상을취하여침상에

뉘고염소털로엮은것을그머리에씌우고의복으로

그것을덮었더니 14사울이사자들을보내어다윗을잡

으려하매미갈이가로되 `그가병들었느니라' 15사울

이또사자들을보내어다윗을보라하며이르되 `그를

침상채내게로가져오라내가그를죽이리라' 16사자

들이들어가본즉침상에우상이있고염소털로엮은

것이그머리에있었더라 17사울이미갈에게이르되

`너는어찌하여이처럼나를속여내대적을놓아피하

게하였느냐?' 미갈이사울에게대답하되 `그가내게

이르기를나를놓아가게하라어찌하여나로너를죽

이게하겠느냐하더이다' 하니라 18다윗이도피하여

라마로가서사무엘에게로나아가서사울이자기에게

행한일을다고하였고다윗과사무엘이나욧으로가

서거하였더라 19혹이사울에게고하여가로되 `다윗

이라마나욧에있더이다'하매 20사울이다윗을잡으

려사자들을보내었더니그들이선지자무리의예언하

는것과사무엘이그들의수령으로선것을볼때에하

나님의신이사울의사자들에게임하매그들도예언을

한지라 21혹이그것을사울에게고하매사울이다른

사자들을보내었더니그들도예언을한고로사울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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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다시사자들을보내었더니그들도예언을한지라

22이에사울도라마로가서세구에있는큰우물에이

르러물어가로되 `사무엘과다윗이어디있느냐?' 혹

이가로되 `라마나욧에있나이다' 23사울이라마나욧

으로가니라하나님의신이그에게도임하시니그가

라마나욧에이르기까지행하며예언을하였으며 24그

가또그옷을벗고사무엘앞에서예언을하며종일종

야에벌거벗은몸으로누웠었더라그러므로속담에이

르기를 `사울도선지자중에있느냐?' 하니라

20다윗이라마나욧에서도망하여와서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무엇을하였으며내죄악이무엇이며네

부친앞에서나의죄가무엇이관대그가내생명을찾

느뇨' 2요나단이그에게이르되 `결단코아니라네가

죽지아니하리라내부친이대소사를내게알게아니

하고는행함이없나니내부친이어찌하여이일은내

게숨기리요그렇지아니하니라' 3다윗이또맹세하여

가로되 `내가네게은혜받은줄을네부친이밝히알고

스스로이르기를요나단이슬퍼할까두려운즉그로이

를알게하지아니하리라함이니라그러나진실로여

호와의사심과네생명으로맹세하노니나와사망의

사이는한걸음뿐이니라' 4요나단이다윗에게이르되

`네마음의소원이무엇이든지내가너를위하여그것

을이루리라' 5다윗이요나단에게이르되 `내일은월

삭인즉내가마땅히왕을모시고앉아식사를하여야

할것이나나를보내어제삼일저녁까지들에숨게하

고 6네부친이만일나를자세히묻거든그때에너는

말하기를다윗이자기성베들레헴으로급히가기를

내게허하라간청하였사오니이는온가족을위하여

거기서매년제를드릴때가됨이니이다하라 7그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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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좋다하면네종이평안하려니와그가만일노하면

나를해하려고결심한줄을알지니 8그런즉원컨대네

종에게인자히행하라네가네종으로여호와앞에서

너와맹약케하였음이니라그러나내게죄악이있거든

네가친히나를죽이라나를네부친에게로데려갈것

이무엇이뇨' 9요나단이가로되 `이일이결코네게있

지아니하리라내부친이너를해하려결심한줄알면

내가네게이르지아니하겠느냐?' 10다윗이요나단에

게이르되 `네부친이혹엄하게네게대답하면누가그

것을내게고하겠느냐?' 11요나단이다윗에게이르되

`오라! 우리가들로가자' 하고두사람이들로가니라

12요나단이다윗에게이르되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

와께서증거하시거니와내가내일이나모레이맘때에

내부친을살펴서너다윗에게대한의향이선하면내

가보내어네게알게하지않겠느냐? 13그러나만일내

부친이너를해하려하거늘내가이일을네게알게하

여너를보내어평안히가게하지아니하면여호와께

서나요나단에게벌을내리시고또내리시기를원하

노라여호와께서내부친과함께하신것같이너와함

께하시기를원하노니 14너는나의사는날동안에여

호와의인자를내게베풀어서나로죽지않게할뿐아

니라 15여호와께서너다윗의대적들을지면에서다

끊어버리신때에도너는네인자를내집에서영영히

끊어버리지말라'하고 16이에요나단이다윗의집과

언약하기를여호와께서는다윗의대적들을치실지어

다하니라 17요나단이다윗을사랑하므로그로다시

맹세케하였으니이는자기생명을사랑함같이그를

사랑함이었더라 18요나단이다윗에게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네자리가비므로네가없음을자세히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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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것이라 19너는사흘을있다가빨리내려가서그일

이있던날에숨었던곳에이르러에셀바위곁에있으

라 20내가과녁을쏘려함같이살셋을그곁에쏘고

21아이를보내어가서살을찾으라하며내가짐짓아

이에게이르기를보라살이네이편에있으니가져오

라하거든너는돌아올지니여호와께서사시거니와네

가평안무사할것이요 22만일아이에게이르기를보

라살이네앞편에있다하거든네길을가라여호와께

서너를보내셨음이니라 23너와내가말한일에대하

여는여호와께서너와나사이에영영토록계시느니라

' 24다윗이들에숨으니라월삭이되매왕이앉아음식

을먹을때에 25왕은평시와같이벽곁자기자리에앉

았고요나단은섰고아브넬은사울의곁에앉았고다

윗의자리는비었으나 26그러나그날에는사울이아

무말도아니하였으니이는생각하기를그에게무슨

사고가있어서부정한가보다정녕히부정한가보다하

였음이더니 27이튿날곧달의제이일에도다윗의자

리가오히려비었으므로사울이그아들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아들이어찌하여어제와오늘식사에나

오지아니하느뇨?' 28요나단이사울에게대답하되 `다

윗이내게베들레헴으로가기를간청하여 29가로되청

컨대나로가게하라우리가족이그성에서제사할일

이있으므로나의형이내게오기를명하였으니내가

네게사랑을받거든나로가서내형들을보게하라하

였으므로그가왕의식사자리에오지아니하였나이다

' 30사울이요나단에게노를발하고그에게이르되 `패

역부도의계집의소생아!네가이새의아들을택한것

이네수치와네어미의벌거벗은수치됨을내가어찌

알지못하랴 31이새의아들이땅에사는동안은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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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나라가든든히서지못하리라그런즉이제보내어

그를내게로끌어오라그는죽어야할자니라' 32요나

단이그부친사울에게대답하여가로되 `그가죽을일

이무엇이니이까무엇을행하였나이까?' 33사울이요

나단에게단창을던져치려한지라요나단이그부친

이다윗을죽이기로결심한줄알고 34심히노하여식

사자리에서떠나고달의제이일에는먹지아니하였

으니이는그부친이다윗을욕되게하였으므로다윗

을위하여슬퍼함이었더라 35아침에요나단이작은아

이를데리고다윗과정한시간에들로나가서 36아이

에게이르되 `달려가서나의쏘는살을찾으라'하고아

이가달려갈때에요나단이살을그의위로지나치게

쏘니라 37아이가요나단의쏜살있는곳에이를즈음

에요나단이아이뒤에서외쳐가로되 `살이네앞편에

있지아니하냐'하고 38요나단이아이뒤에서또외치

되 `지체말고빨리달음질하라'하매요나단의아이가

살을주워가지고주인에게로돌아왔으나 39그아이는

아무런지알지못하고요나단과다윗만그일을알았더

라 40요나단이그병기를아이에게주며이르되 `이것

을가지고성으로가라' 41아이가가매다윗이곧바위

남편에서일어나서땅에엎드려세번절한후에피차

입맞추고같이울되다윗이더욱심하더니 42요나단이

다윗에게이르되 `평안히가라! 우리두사람이여호와

의이름으로맹세하여이르기를여호와께서영원히나

와너사이에계시고내자손과네자손사이에계시리

라'하였느니라다윗은일어나떠나고요나단은성으

로들어오니라

21다윗이놉에가서제사장아히멜렉에게이르니아

히멜렉이떨며다윗을영접하며그에게이르되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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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네가홀로있고함께하는자가아무도없느냐?' 2

다윗이제사장아히멜렉에게이르되 `왕이내게일을

명하고이르시기를내가너를보내는바와네게명한

바일의아무것이라도사람에게알게하지말라하시

기로내가나의소년들을여차여차한곳으로약정하였

나이다 3이제당신의수중에무엇이있나이까?떡다

섯덩이나무엇이든지있는대로내손에주소서' 4제

사장이다윗에게대답하여가로되 `항용떡은내수중

에없으나거룩한떡은있나니그소년들이부녀를가

까이만아니하였으면주리라' 5다윗이제사장에게대

답하여가로되 `우리가참으로삼일동안이나부녀를

가까이하지아니하였나이다나의떠난길이보통여

행이라도소년들의그릇이성결하겠거든하물며오늘

날그들의그릇이성결치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제

사장이그거룩한떡을주었으니거기는진설병곧여

호와앞에서물려낸떡밖에없음이라이떡은더운떡

을드리는날에물려낸것이더라 7그날에사울의신

하한사람이여호와앞에머물러있었는데그는도엑

이라이름하는에돔사람이요사울의목자장이었더라

8다윗이아히멜렉에게이르되 `여기당신의수중에창

이나칼이없나이까?왕의일이급하므로내가내칼과

병기를가지지못하였나이다' 9제사장이가로되 `네

가엘라골짜기에서죽인블레셋사람골리앗의칼이

보자기에싸여에봇뒤에있으니네가그것을가지려

거든가지라여기는그밖에다른것이없느니라' 다윗

이가로되 `그같은것이또없나니내게주소서' 10그

날에다윗이사울을두려워하여일어나도망하여가드

왕아기스에게로가니 11아기스의신하들이아기스에

게고하되 `이는그땅의왕다윗이아니니이까?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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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춤추며이사람의일을창화하여가로되사울의죽

인자는천천이요,다윗은만만이로다하지아니하였

나이까?' 한지라 12다윗이이말을그마음에두고가

드왕아기스를심히두려워하여 13그들의앞에서그

행동을변하여미친체하고대문짝에그적거리며침

을수염에흘리매 14아기스가그신하에게이르되 `너

희도보거니와이사람이미치광이로다어찌하여그를

내게로데려왔느냐? 15내게미치광이가부족하여서

너희가이자를데려다가내앞에서미친짓을하게하

느냐?이자가어찌내집에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그러므로다윗이그곳을떠나아둘람굴로도망하

매그형제와아비의온집이듣고는그리로내려가서

그에게이르렀고 2환난당한모든자와빚진자와마

음이원통한자가다그에게로모였고그는그장관이

되었는데그와함께한자가사백명가량이었더라 3다

윗이거기서모압미스베로가서모압왕에게이르되

`하나님이나를위하여어떻게하실것을내가알기까

지나의부모로나와서당신들과함께있게하기를청

하나이다'하고 4부모를인도하여모압왕앞에나아

갔더니그들이다윗의요새에있을동안에모압왕과

함께있었더라 5선지자갓이다윗에게이르되 `이요

새에있지말고떠나유다땅으로들어가라' 다윗이떠

나헤렛수풀에이르니라 6사울이다윗과그와함께

있는사람들이나타났다함을들으니라때에사울이기

브아높은곳에서손에단창을들고에셀나무아래앉

았고모든신하들은그곁에섰더니 7사울이곁에선

신하들에게이르되 `너희베냐민사람들아, 들으라! 이

새의아들이너희에게각기밭과포도원을주며너희

로천부장백부장을삼겠느냐? 8너희가다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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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대적하며내아들이이새의아들과맹약하였으되

내게고발하는자가하나도없고나를위하여슬퍼하

거나내아들이내신하를선동하여오늘이라도매복

하였다가나를치려하는것을내게고발하는자가하

나도없도다' 9때에에돔사람도엑이사울의신하중

에섰더니대답하여가로되이새의아들이놉에와서

아히둡의아들아히멜렉에게이른것을내가보았었는

데 10아히멜렉이그를위하여여호와께묻고그에게

식물도주고블레셋사람골리앗의칼도주더이다 11

왕이보내어아히둡의아들제사장아히멜렉과그아

비의온집곧놉에있는제사장들을부르매그들이다

왕께이른지라 12사울이가로되 `너아히둡의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주여내가여기있나이다' 13사

울이그에게이르되 `네가어찌하여이새의아들과공

모하여나를대적하여그에게떡과칼을주고그를위

하여하나님께물어서그로오늘이라도매복하였다가

나를치게하려하였느뇨?' 14아히멜렉이왕에게대답

하여가로되 `왕의모든신하중에다윗같이충실한자

가누구인지요그는왕의사위도되고왕의모신도되

고왕실에서존귀한자가아니니이까? 15내가그를위

하여하나님께물은것이오늘이처음이니이까?결단

코아니니이다원컨대왕은종과종의아비의온집에

아무것도돌리지마옵소서왕의종은이모든일의대

소간에아는것이없나이다' 16왕이가로되 `아히멜렉

아네가반드시죽을것이요네아비의온집도그러하

리라' 하고 17왕이좌우의시위자에게이르되 `돌이켜

가서여호와의제사장들을죽이라그들도다윗과합력

하였고또그들이다윗의도망한것을알고도내게고

발치아니하였음이니라'하나왕의신하들이손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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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호와의제사장들죽이기를싫어한지라 18왕이도

엑에게이르되 `너는돌이켜제사장들을죽이라'하매

에돔사람도엑이돌이켜제사장들을쳐서그날에세

마포에봇입은자팔십오인을죽였고 19제사장들의

성읍놉의남녀와아이들과젖먹는자들과소와나귀

와양을칼로쳤더라 20아히둡의아들아히멜렉의아

들중하나가피하였으니그이름은아비아달이라그

가도망하여다윗에게로가서 21사울이여호와의제사

장들죽인일을다윗에게고하매 22다윗이아비아달에

게이르되 `그날에에돔사람도엑이거기있기로그가

반드시사울에게고할줄내가알았노라네아비집의

모든사람죽은것이나의연고로다 23두려워말고내

게있으라! 내생명을찾는자가네생명도찾는자니

네가나와함께있으면보전하리라' 하니라

23혹이다윗에게고하여가로되 `보소서블레셋사람

이그일라를쳐서그타작마당을탈취하더이다' 2이

에다윗이여호와께묻자와가로되 `내가가서이블레

셋사람을치리이까?' 여호와께서다윗에게이르시되

가서블레셋사람을치고그일라를구원하라하시니 3

다윗의사람들이그에게이르되 `보소서우리가유다

에있기도두렵거든하물며그일라에가서블레셋사

람의군대를치는일이리이까?' 4다윗이여호와께다

시묻자온대여호와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일어나그

일라로내려가라내가블레셋사람을네손에붙이리

라하신지라 5다윗과그의사람들이그일라로가서블

레셋사람과싸워그들을크게도륙하고그들의가축

을끌어오니라다윗이이와같이그일라거민을구원

하니라 6아히멜렉의아들아비아달이그일라다윗에

게로도망할때에손에에봇을가지고내려왔었더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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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그일라에온것을혹이사울에게고하매사울

이가로되하나님이그를내손에붙이셨도다그가문

과문빗장이있는성에들어갔으니갇혔도다 8사울이

모든백성을군사로불러모으고그일라로내려가서

다윗과그의사람들을에워싸려하더니 9다윗이사울

의자기를해하려하는계교를알고제사장아비아달

에게이르되 `에봇을이리로가져오라' 하고 10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 사울이나의연고

로이성을멸하려고그일라로내려오기를꾀한다함을

주의종이분명히들었나이다 11그일라사람들이나를

그의손에붙이겠나이까?주의종의들은대로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여! 원컨

대주의종에게일러주옵소서'여호와께서가라사대

그가내려오리라 12다윗이가로되 `그일라사람들이

나와내사람들을사울의손에붙이겠나이까?' 여호와

께서가라사대그들이너를붙이리라 13다윗과그의

사람육백명가량이일어나그일라를떠나서갈수있

는곳으로갔더니다윗이그일라에서피한것을혹이

사울에게고하매사울이가기를그치니라 14다윗이황

무지요새에도있었고또십황무지산골에도유하였

으므로사울이매일찾되하나님이그를그의손에붙

이지아니하시니라 15다윗이사울의자기생명을찾으

려고나온것을보았으므로그가십황무지수풀에있

었더니 16사울의아들요나단이일어나수풀에들어가

서다윗에게이르러그로하나님을힘있게의지하게

하였는데 17곧요나단이그에게이르기를 `두려워말

라! 내부친사울의손이네게미치지못할것이요너는

이스라엘왕이되고나는네다음이될것을내부친사

울도안다' 하니라 18두사람이여호와앞에서언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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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윗은수풀에거하고요나단은자기집으로돌아

가니라 19때에십사람들이기브아에이르러사울에게

나아와가로되 `다윗이우리와함께광야남편하길라

산수풀요새에숨지아니하였나이까? 20그러하온즉

왕은내려오시기를원하시는대로내려오소서그를

왕의손에붙일것이우리의의무니이다' 21사울이가

로되 `너희가나를긍휼히여겼으니여호와께복받기

를원하노라' 22혹이내게말하기를 `그가심히공교히

행동한다하나니너희는가서더자세히살펴서그가

어디은적하였으며누가거기서그를보았는지알아보

고 23그가숨어있는모든곳을탐지하고실상을내게

회보하라내가너희와함께가리니그가이땅에있으

면유다천천인중에서그를찾아내리라' 24그들이일

어나사울보다먼저십으로가니라다윗과그의사람

들이광야남편마온황무지아라바에있더니 25사울

과그의사람들이찾으러온것을혹이다윗에게고하

매이에다윗이바위로내려마온황무지에있더니사

울이듣고마온황무지로다윗을따라가서는 26사울이

산이편으로가매다윗과그의사람들은산저편으로

가며다윗이사울을두려워하여급히피하려하였으니

이는사울과그의사람들이다윗과그의사람들을에

워싸고잡으려함이었더라 27사자가사울에게와서가

로되 `급히오소서블레셋사람이땅을침노하나이다`

28이에사울이다윗쫓기를그치고돌아와서블레셋

사람을치러갔으므로그곳을셀라하마느곳이라칭하

니라 29다윗이거기서올라가서엔게디요새에거하니

라

24사울이블레셋사람을따르다가돌아오매혹이그

에게고하여가로되 `보소서다윗이엔게디황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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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이다' 2사울이온이스라엘에서택한사람삼천을

거느리고다윗과그의사람들을찾으러들염소바위로

갈새 3길가양의우리에이른즉굴이있는지라사울

이그발을가리우러들어가니라다윗과그의사람들

이그굴깊은곳에있더니 4다윗의사람들이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당신에게이르시기를내가원수

를네손에붙이리니네소견에선한대로그에게행하

라하시더니이것이그날이니이다'다윗이일어나서

사울의겉옷자락을가만히베니라 5그리한후에사울

의옷자락벰을인하여다윗의마음이찔려 6자기사

람들에게이르되 `내가손을들어여호와의기름부음

을받은내주를치는것은여호와의금하시는것이니

그는여호와의기름부음을받은자가됨이니라' 하고

7다윗이이말로자기사람들을금하여사울을해하지

못하게하니라사울이일어나굴에서나가자기길을

가니라 8그후에다윗도일어나굴에서나가사울의

뒤에서외쳐가로되 `내주왕이여!' 하매사울이돌아

보는지라다윗이땅에엎드려절하고 9사울에게이르

되 `다윗이왕을해하려한다고하는사람들의말을왕

은어찌하여들으시나이까? 10오늘여호와께서굴에

서왕을내손에붙이신것을왕이아셨을것이니이다

혹이나를권하여왕을죽이라하였으나내가왕을아

껴말하기를나는내손을들어내주를해치아니하리

니그는여호와의기름부음을받은자가됨이니라하

였나이다 11나의아버지여! 보소서내손에있는왕의

옷자락을보소서내가왕을죽이지아니하고겉옷자락

만베었은즉나의손에악이나죄과가없는줄을아실

지니이다왕은내생명을찾아해하려하시나나는왕

에게범죄한일이없나이다 12여호와께서는나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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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를판단하사나를위하여왕에게보복하시려니와

내손으로는왕을해하지않겠나이다 13옛속담에말

하기를악은악인에게서난다하였으니내손이왕을

해하지아니하리이다 14이스라엘왕이누구를따라나

왔으며누구를쫓나이까?죽은개나벼룩을쫓음이니

이다 15그런즉여호와께서재판장이되어나와왕사

이에판결하사나의사정을살펴신원하시고나를왕

의손에서건지시기를원하나이다' 16다윗이사울에게

이같이말하기를마치매사울이가로되 `내아들다윗

아이것이네목소리냐?' 하고소리를높여울며 17다

윗에게이르되 `나는너를학대하되너는나를선대하

니너는나보다의롭도다 18네가나선대한것을오늘

나타내었나니여호와께서나를네손에붙이셨으나네

가나를죽이지아니하였도다 19사람이그원수를만

나면그를평안히가게하겠느냐네가오늘날내게행

한일을인하여여호와께서네게선으로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보라나는네가반드시왕이될것을알고

이스라엘나라가네손에견고히설것을아노니 21그

런즉너는내후손을끊지아니하며내아비의집에서

내이름을멸하지아니할것을이제여호와로내게맹

세하라' 22다윗이사울에게맹세하매사울은집으로

돌아가고다윗과그의사람들은요새로올라가니라

25사무엘이죽으매온이스라엘무리가모여그를애

곡하며라마그의집에서그를장사한지라다윗이일

어나바란광야로내려가니라 2마온에한사람이있는

데그업이갈멜에있고심히부하여양이삼천이요염

소가일천이므로그가갈멜에서그양털을깎고있었

으니 3그사람의이름은나발이요그아내의이름은

아비가일이라그여자는총명하고용모가아름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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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완고하고행사가악하며그는갈멜족속이었더

라 4다윗이광야에있어서나발이자기양털을깎는다

함을들은지라 5다윗이이에열소년을보내며그소

년들에게이르되 `너희는갈멜로올라가나발에게이

르러내이름으로그에게문안하고 6이같이그부하게

사는자에게이르기를너는평강하라, 네집도평강하

라, 네소유의모든것도평강하라, 7네게양털깎는자

들이있다함을이제내가들었노라네목자들이우리

와함께있었으나우리가그들을상치아니하였고그

들이갈멜에있는동안에그들의것을하나도잃지아

니하였나니 8네소년들에게물으면그들이네게고하

리라그런즉내소년들로네게은혜를얻게하라우리

가좋은날에왔은즉네손에있는대로네종들과네

아들다윗에게주기를원하노라하더라' 하라 9다윗의

소년들이가서다윗의이름으로이모든말을나발에

게고하기를마치매 10나발이다윗의사환들에게대답

하여가로되 `다윗은누구며이새의아들은누구뇨근

일에각기주인에게서억지로떠나는종이많도다 11

내가어찌내떡과물과내양털깎는자를위하여잡은

고기를가져어디로서인지알지도못하는자들에게주

겠느냐?' 한지라 12이에다윗의소년들이돌이켜자기

길로행하여돌아와서이모든말로그에게고하매 13

다윗이자기사람들에게이르되 `너희는각기칼을차

라' 각기칼을차매다윗도자기칼을차고사백명가량

은데리고올라가고이백명은소유물곁에있게하니

라 14소년중하나가나발의아내아비가일에게고하여

가로되 `다윗이우리주인에게문안하러광야에서사

자들을보내었거늘주인이그들을수욕하였나이다 15

우리가들에있어그들과상종할동안에그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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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매우선대하였으므로우리가상하거나잃은것

이없었으니 16우리가양을지키는동안에그들이우

리와함께있어밤낮우리에게담이되었음이라 17그

런즉이제당신은어떻게할것을알아생각하실지니

이는다윗이우리주인과주인의온집을해하기로결

정하였음이니이다주인은불량한사람이라더불어말

할수없나이다' 18아비가일이급히떡이백덩이와포

도주두가죽부대와잡아준비한양다섯과볶은곡식

다섯세아와건포도백송이와무화과뭉치이백을취하

여나귀들에게싣고 19소년들에게이르되 `내앞서가

라나는너희뒤에가리라' 하고그남편나발에게는고

하지아니하니라 20아비가일이나귀를타고산유벽한

곳으로좇아내려가더니다윗과그의사람들이자기에

게로마주내려오는것을만나니라 21다윗이이미말

하기를 `내가이자의소유물을광야에서지켜그모든

것을하나도손실이없게한것이진실로허사라그가

악으로나의선을갚는도다 22내가그에게속한모든

것중한남자라도아침까지남겨두면하나님은다윗

에게벌을내리시고또내리시기를원하노라'하였더

라 23아비가일이다윗을보고급히나귀에서내려다

윗의앞에엎드려그얼굴을땅에대니라 24그가다윗

의발에엎드려가로되 `내주여! 청컨대이죄악을나

곧내게로돌리시고여종으로주의귀에말하게하시

고이여종의말을들으소서 25원하옵나니내주는이

불량한사람나발을개의치마옵소서그이름이그에

게적당하니그이름이나발이라그는미련한자니이

다여종은내주의보내신소년들을보지못하였나이

다 26내주여여호와께서사시고내주도살아계시거

니와내주의손으로피를흘려친히보수하시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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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막으셨으니내주의원수들과내주를해

하려하는자들은나발과같이되기를원하나이다 27여

종이내주에게가져온이예물로내주를좇는이소년

들에게주게하시고 28주의여종의허물을사하여주

옵소서!여호와께서반드시내주를위하여든든한집

을세우시리니이는내주께서여호와의싸움을싸우

심이요내주의일생에내주에게서악한일을찾을수

없음이니이다 29사람이일어나서내주를쫓아내주

의생명을찾을지라도내주의생명은내주의하나님

여호와와함께생명싸개속에싸였을것이요내주의

원수들의생명은물매로던지듯여호와께서그것을던

지시리이다 30여호와께서내주에대하여하신말씀대

로모든선을내주에게행하사내주를이스라엘의지

도자로세우신때에 31내주께서무죄한피를흘리셨

다든지내주께서친히보수하셨다든지함을인하여

슬퍼하실것도없고내주의마음에걸리는것도없으

시리니다만여호와께서내주를후대하신때에원컨

대내주의여종을생각하소서' 32다윗이아비가일에

게이르되 `오늘날너를보내어나를영접케하신이스

라엘의하나님여호와를찬송할지로다! 33또네지혜

를칭찬할지며또네게복이있을지로다!오늘날내가

피를흘릴것과친히보수하는것을네가막았느니라

34나를막아너를해하지않게하신이스라엘의하나

님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노니네가급히와서나

를영접지아니하였더면밝는아침에는과연나발에게

한남자도남겨두지아니하였으리라' 35다윗이그가

가져온것을그의손에서받고그에게이르되 `네집으

로평안히올라가라내가네말을듣고네청을허락하

노라' 36아비가일이나발에게로돌아오니그가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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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같은잔치를그집에배설하고대취하여마음에

기뻐하므로아비가일이밝는아침까지는다소간말하

지아니하다가 37아침에나발이포도주가깬후에그

아내가그에게이일을고하매그가낙담하여몸이돌

과같이되었더니 38한열흘후에여호와께서나발을

치시매그가죽으니라 39다윗이나발의죽었다함을

듣고가로되 `나발에게당한나의욕을신설하사종으

로악한일을하지않게하신여호와를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나발의악행을그머리에돌리셨도다'하

니라다윗이아비가일로자기아내를삼으려고보내어

그에게말하게하매 40다윗의사환들이갈멜에가서

아비가일에게이르러그에게일러가로되 `다윗이당

신을아내로삼고자하여우리를당신께보내더이다'

41그가일어나몸을굽혀얼굴을땅에대고가로되 `내

주의여종은내주의사환들의발씻길종이니이다' 하

고 42급히일어나서나귀를타고따르는처녀다섯과

함께다윗의사자들을따라가서다윗의아내가되니라

43다윗이또이스르엘아히노암을취하였더니그들두

사람이자기아내가되니라 44사울이그딸다윗의아

내미갈을갈림에사는라이스의아들발디에게주었

더라

26십사람이기브아에와서사울에게이르러가로되

`다윗이광야앞하길라산에숨지아니하였나이까?' 2

사울이일어나십황무지에서다윗을찾으려고이스라

엘에서택한사람삼천과함께십황무지로내려가서 3

광야앞하길라산길가에진치니라다윗이황무지에

있더니사울이자기를따라황무지로들어옴을깨닫고

4이에탐정을보내어사울이과연이른줄알고 5일어

나사울의진친곳에이르러사울과넬의아들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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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브넬의유하는곳을본즉사울이진가운데누웠

고백성은그를둘러진쳤더라 6이에다윗이헷사람

아히멜렉과스루야의아들요압의아우아비새에게물

어가로되 `누가나로더불어진에내려가서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가로되 `내가함께가겠나이다'

7다윗과아비새가밤에그백성에게나아가본즉사울

이진가운데누워자고창은머리곁땅에꽂혔고아브

넬과백성들은그를둘러누웠는지라 8아비새가다윗

에게이르되 `하나님이오늘날당신의원수를당신의

손에붙이셨나이다그러므로청하오니나로창으로그

를찔러서단번에땅에꽂게하소서내가그를두번찌

를것이없으리이다' 9다윗이아비새에게이르되 `죽

이지말라누구든지손을들어여호와의기름부음을

받은자를치면죄가없겠느냐?' 10또가로되 `여호와

께서사시거니와여호와께서그를치시리니혹죽을

날이이르거나, 혹전장에들어가서망하리라 11내가

손을들어여호와의기름부음을받은자를치는것을

여호와께서금하시나니너는그의머리곁에있는창

과물병만가지고가자' 하고 12다윗이사울의머리곁

에서창과물병을가지고떠나가되깨든지이를보든

지알든지하는사람이없었으니이는여호와께서그

들로깊이잠들게하셨으므로그들이다잠이었더라

13이에다윗이건너편으로가서멀리산꼭대기에서니

상거가멀더라 14다윗이백성과넬의아들아브넬을

대하여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대답지아니하느

냐?' 아브넬이대답하여가로되 `왕을부르는너는누

구냐?' 15다윗이아브넬에게이르되 `네가용사가아

니냐?이스라엘중에너같은자가누구냐?그러한데

네가어찌하여네주왕을보호하지아니하느냐?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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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사람이네주왕을죽이려고들어갔었느니라 16

네행한이일이선치못하도다여호와께서사시거니

와여호와의기름부음받은너희주를보호하지아니

하였으니너희는마땅히죽을자니라이제왕의창과

왕의머리곁에있던물병이어디있나보라' 17사울이

다윗의음성을알아듣고가로되 `내아들다윗아! 이것

이네음성이냐?' 다윗이가로되 `내주왕이여! 내음성

이니이다' 18또가로되 `내주는어찌하여주의종을

쫓으시나이까?내가무엇을하였으며내손에무슨악

이있나이까? 19청컨대내주왕은이제종의말을들

으소서만일왕을격동시켜나를해하려하는이가여

호와시면여호와께서는제물을받으시기를원하나이

다마는만일인자들이면그들이여호와앞에저주를

받으리니이는그들이이르기를너는가서다른신들

을섬기라하고오늘날나를쫓아내어여호와의기업에

붙지못하게함이니이다 20그런즉청컨대여호와앞에

서먼이곳에서이제나의피로땅에흐르지말게하옵

소서이는산에서메추라기를사냥하는자와같이이

스라엘왕이한벼룩을수색하러나오셨음이니이다'

21사울이가로되 `내가범죄하였도다내아들다윗아!

돌아오라네가오늘내생명을귀중히여겼은즉내가

다시는너를해하려하지아니하리라내가어리석은

일을하였으니대단히잘못되었도다' 22다윗이대답하

여가로되 `왕은창을보소서한소년을보내어가져가

게하소서 23여호와께서각사람에게그의와신실을

갚으시리니이는여호와께서오늘날왕을내손에붙

이셨으되나는손을들어여호와의기름부음을받은

자치기를원치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오늘날왕의생

명을내가중히여긴것같이내생명을여호와께서중



사무엘상 594

히여기셔서모든환난에서나를구하여내시기를바

라나이다' 25사울이다윗에게이르되 `내아들다윗아!

네게복이있을지로다!네가큰일을행하겠고반드시

승리를얻으리라' 하니라다윗은자기길로가고사울

은자기곳으로돌아가니라

27다윗이그마음에생각하기를 `내가후일에는사울

의손에망하리니블레셋사람의땅으로피하여들어

가는것이상책이로다사울이이스라엘온경내에서

나를수색하다가절망하리니내가그손에서벗어나리

라`하고 2일어나함께있는육백인으로더불어가드

왕마옥의아들아기스에게로건너가니라 3다윗과그

의사람들이각기가족을거느리고가드에서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다윗이그두아내이스르엘여자아히

노암과나발의아내되었던갈멜여자아비가일과함

께하였더니 4다윗이가드에도망한것을혹이사울에

게고하매사울이다시는그를수색하지아니하니라 5

다윗이아기스에게이르되 `내가당신께은혜를받았

거든지방성읍중한곳을주어나로거하게하소서당

신의종이어찌당신과함께왕도에거하리이까?' 6아

기스가그날에시글락을그에게주었으므로시글락이

오늘까지유다왕에게속하니라 7다윗이블레셋사람

의지방에거한날수는일년넉달이었더라 8다윗과

그의사람들이올라가서그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침노하였으니그들은옛적부터술과애

굽땅으로지나가는지방의거민이라 9다윗이그땅을

쳐서남녀를살려두지아니하고양과소와나귀와약

대와의복을취하고돌아와서아기스에게이르매 10아

기스가가로되 `너희가오늘은누구를침노하였느냐?'

다윗이가로되 `유다남방과여라무엘사람의남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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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사람의남방이니이다' 11다윗이그남녀를살려가

드로데려가지아니한것은그의생각에그들이우리

에게대하여이르기를다윗의행사가이러하여블레셋

사람의지방에거하는동안에이같이행하는습관이

있다할까두려워함이었더라 12아기스가다윗을믿고

말하기를 `다윗이자기백성이스라엘에게심히미움

을받게하였으니그는영영히내사역자가되리라' 하

니라

28그때에블레셋사람이이스라엘을쳐서싸우려고

군대를모집한지라아기스가다윗에게이르되 `너는

밝히알라너와네사람들이나와한가지로나가서군

대에참가할것이니라' 2다윗이아기스에게이르되

`그러면당신이종의행할바를아시리이다'아기스가

다윗에게이르되 `그러면내가너로영영히내머리지

키는자를삼으리라' 하니라 3사무엘이죽었으므로온

이스라엘이그를애곡하며그의본성라마에장사하였

고사울은신접한자와박수를그땅에서쫓아내었었

더라 4블레셋사람이모여수넴에이르러진치매사울

이온이스라엘을모아길보아에진쳤더니 5사울이블

레셋사람의군대를보고두려워서그마음이크게떨

린지라 6사울이여호와께묻자오되여호와께서꿈으

로도,우림으로도,선지자로도그에게대답지아니하

시므로 7사울이그신하들에게이르되 `나를위하여

신접한여인을찾으라내가그리로가서그에게물으

리라'그신하들이그에게이르되 `보소서! 엔돌에신접

한여인이있나이다' 8사울이다른옷을입어변장하

고두사람과함께갈새그들이밤에그여인에게이르

러는사울이가로되 `청하노니나를위하여신접한술

법으로내가네게말하는사람을불러올리라' 9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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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이르되 `네가사울의행한일곧그가신접한자

와박수를이땅에서멸절시켰음을아나니네가어찌

하여내생명에올무를놓아나를죽게하려느냐?' 10

사울이여호와로그에게맹세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네가이일로는벌을당치아니하리라' 11

여인이가로되내가누구를네게로불러올리랴사울

이가로되사무엘을불러올리라 12여인이사무엘을

보고큰소리로외치며사울에게말하여가로되당신

이어찌하여나를속이셨나이까?당신이사울이시니이

다 13왕이그에게이르되 `두려워말라! 네가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사울에게이르되 `내가신이땅에서

올라오는것을보았나이다' 14사울이그에게이르되

`그모양이어떠하냐?' 그가가로되 `한노인이올라오

는데그가겉옷을입었나이다'사울이그가사무엘인

줄알고그얼굴을땅에대고절하니라 15사무엘이사

울에게이르되 `네가어찌하여나를불러올려서나로

분요케하느냐?' 사울이대답하되 `나는심히군급하니

이다블레셋사람은나를향하여군대를일으켰고하

나님은나를떠나서다시는선지자로도꿈으로도내게

대답지아니하시기로나의행할일을배우려고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16사무엘이가로되 `여호와께서너

를떠나네대적이되셨거늘네가어찌하여내게묻느

냐? 17여호와께서나로말씀하신대로네게행하사나

라를네손에서떼어네이웃다윗에게주셨느니라 18

네가여호와의목소리를순종치아니하고그의진노를

아말렉에게쏟지아니하였으므로여호와께서오늘날

이일을네게행하셨고 19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너와

함께블레셋사람의손에붙이시리니내일너와네아

들들이나와함께있으리라여호와께서또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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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블레셋사람의손에붙이시리라' 20사울이갑

자기땅에온전히엎드러지니이는사무엘의말을인

하여심히두려워함이요또그기력이진하였으니이

는그가종일종야에식물을먹지못하였음이라 21그

여인이사울에게이르러그심히고통함을보고그에

게이르되여종이왕의말씀을듣고나의생명을아끼

지아니하고왕이내게이르신말씀을청종하였사오니

22그런즉청컨대이제여종의말을들으사나로왕의

앞에한조각떡을드리게하시고왕은잡수시고길가

실때에기력을얻으소서 23사울이거절하여가로되

`내가먹지아니하겠노라'그신하들과여인이강권하

매그말을듣고땅에서일어나침상에앉으니라 24여

인의집에살진송아지가있으므로그것을급히잡고

가루를취하여뭉쳐무교병을만들고구워서 25사울의

앞에와그신하들의앞에드리니그들이먹고일어나

서그밤에가니라

29블레셋사람들은그모든군대를아벡에모았고이

스라엘사람들은이스르엘에있는샘곁에진쳤더라 2

블레셋사람의장관들은수백씩수천씩영솔하여나아

가고다윗과그의사람들은아기스와함께그뒤에서

나아가더니 3블레셋사람의방백들이가로되이히브

리사람들이무엇을하려느냐아기스가블레셋사람의

방백들에게이르되 `이는이스라엘왕사울의신하다

윗이아니냐?그가나와함께있은지여러날여러해로

되그가망명하여온날부터오늘까지내가그의허물

을보지못하였노라' 4블레셋사람의방백들이그에게

노한지라블레셋방백들이그에게이르되 `이사람을

돌려보내어왕이그에게정하신그처소로가게하소

서그는우리와함께싸움에내려가지못하리니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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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서우리의대적이될까하나이다그가무엇으로

그주와다시화합하리이까이사람들의머리로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그들이춤추며창화하여가로되사

울의죽인자는천천이요다윗은만만이로다하던이

다윗이아니니이까' 6아기스가다윗을불러그에게이

르되 `여호와께서사시거니와네가정직하여내게온

날부터오늘까지네게악이있음을보지못하였으니

나와함께군중에출입하는것이나의소견에는좋으

나장관들이너를좋아하지아니하니 7너는돌이켜평

안히가서블레셋사람의장관들에게거슬려보이게

말라' 8다윗이아기스에게이르되 `내가무엇을하였

나이까?내가당신의앞에오늘까지있는동안에당신

이종에게서무엇을보셨기에나로가서내주왕의원

수와싸우지못하게하시나이까?' 9아기스가다윗에

게대답하여가로되 `네가내목전에하나님의사자같

이선한것을내가아나블레셋사람의방백들은말하

기를그가우리와함께전장에올라가지못하리라하

니 10그런즉너는너와함께온네주의신하들로더불

어새벽에일어나라너희는새벽에일어나서밝거든

곧떠나라' 11이에다윗이자기사람들로더불어일찌

기아침에일어나서떠나블레셋사람의땅으로돌아

가고블레셋사람은이스르엘로올라가니라

30다윗과그의사람들이제삼일에시글락에이를때

에아말렉사람들이이미남방과시글락을침노하였는

데그들이시글락을쳐서불사르고 2거기있는대소

여인들을하나도죽이지아니하고다사로잡아끌고

자기길을갔더라 3다윗과그의사람들이성에이르러

본즉성이불탔고자기들의아내와자녀들이사로잡

혔는지라 4다윗과그와함께한백성이울기력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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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소리를높여울었더라 5 (다윗의두아내이스르

엘여인아히노암과갈멜사람나발의아내되었던아

비가일도사로잡혔더라) 6백성이각기자녀들을위하

여마음이슬퍼서다윗을돌로치자하니다윗이크게

군급하였으나그하나님여호와를힘입고용기를얻었

더라 7다윗이아히멜렉의아들제사장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에봇을내게로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다윗에게로가져오매 8다윗이여호와께묻자

와가로되 `내가이군대를쫓아가면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대답하시되쫓아가라네가반드시미치고

정녕도로찾으리라 9이에다윗과그와함께한육백

명이가서브솔시내에이르러는뒤떨어진자를거기

머물렀으되 10곧피곤하여브솔시내를건너지못하는

이백인을머물렀고다윗은사백인을거느리고쫓아가

니라 11무리가들에서애굽사람하나를만나다윗에

게로데려다가떡을주어먹게하며물을마시우고 12

무화과뭉치에서뗀덩이하나와건포도두송이를주

었으니그가낮사흘밤, 사흘을떡도먹지못하였고물

도마시지못하였음이라그가먹고정신을차리매 13

다윗이그에게이르되 `너는뉘게속하였으며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애굽소년이요아말렉사람의종

이더니사흘전에병이들매주인이나를버렸나이다

14우리가그렛사람의남방과유다에속한지방과갈

멜남방을침노하고시글락을불살랐나이다' 15다윗이

그에게이르되 `네가나를그군대에게로인도하겠느

냐?' 그가가로되 `당신이나를죽이지도아니하고내

주인의수중에붙이지도아니하겠다고하나님으로맹

세하소서그리하면내가당신을이군대에게로인도하

리이다' 16그가인도하여내려가니그들이온땅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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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여블레셋사람의땅과유다땅에서크게탈취하

였음을인하여먹고마시며춤추는지라 17다윗이새벽

부터이튿날저물때까지그들을치매약대타고도망

한소년사백명외에는피한사람이없었더라 18다윗

이아말렉사람의취하였던모든것을도로찾고그두

아내를구원하였고 19그들의탈취하였던것곧무리의

자녀들이나빼앗겼던것의대소를물론하고아무것도

잃은것이없이다윗이도로찾아왔고 20또양떼와소

떼를다탈취하였더니무리가그가축앞에몰고가며

가로되 `이는다윗의탈취한것이라' 하였더라 21다윗

이이왕에피곤하여능히자기를따르지못하므로브

솔시내에머물게한이백인에게오매그들이다윗과

그와함께한백성을영접하러나온지라다윗이그백

성에게이르러문안하매 22다윗과함께갔던자중에

악한자와비류들이다가로되 `그들이우리와함께가

지아니하였은즉우리가도로찾은물건은무엇이든지

그들에게주지말고각사람의처자만주어서데리고

떠나가게하라' 하는지라 23다윗이가로되 `나의형제

들아! 여호와께서우리를보호하시고우리를치러온

그군대를우리손에붙이셨은즉그가우리에게주신

것을너희가이같이못하리라 24이일에누가너희를

듣겠느냐?전장에내려갔던자의분깃이나소유물곁

에머물렀던자의분깃이일반일지니같이분배할것

이니라' 하고 25그날부터다윗이이것으로이스라엘

의율례와규례를삼았더니오늘까지이르니라 26다윗

이시글락에이르러탈취물을그친구유다장로들에

게보내어가로되 `보라, 여호와의원수에게서탈취한

것을너희에게선사하노라'하고 27벧엘에있는자와,

남방라못에있는자와, 얏딜에있는자와, 28아로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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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자와, 십못에있는자와, 에스드모아에있는자와,

29라갈에있는자와, 여라므엘사람의성읍들에있는

자와,겐사람의성읍들에있는자와, 30홀마에있는자

와,고라산에있는자와,아닥에있는자와,헤브론에

있는자에게와,다윗과그의사람들의왕래하던모든

곳에보내었더라

31블레셋사람이이스라엘을치매이스라엘사람들

이블레셋사람앞에서도망하여길보아산에서엎드러

져죽으니라 2블레셋사람들이사울과그아들들을쫓

아미쳐서사울의아들요나단과아비나답과말기수아

를죽이니라 3사울이패전하매활쏘는자가따라미

치니사울이그활쏘는자를인하여중상한지라 4그

가병기든자에게이르되 `네칼을빼어나를찌르라

할례없는자들이와서나를찌르고모욕할까두려워하

노라' 하나병기든자가심히두려워하여즐겨행치아

니하는지라이에사울이자기칼을취하고그위에엎

드러지매 5병기든자가사울의죽음을보고자기도

자기칼위에엎드러져그와함께죽으니라 6사울과

그세아들과병기든자와그의모든사람이다그날

에함께죽었더라 7골짜기저편에있는이스라엘사람

과요단건너편에있는자들이이스라엘사람들의도

망한것과사울과그아들들의죽었음을보고성읍들

을버리고도망하매블레셋사람들이이르러거기거

하니라 8그이튿날블레셋사람들이죽은자를벗기러

왔다가사울과그세아들이길보아산에서죽은것을

보고 9사울의머리를베고그갑옷을벗기고자기들의

신당과백성에게전파하기위하여그것을블레셋사람

의땅사방에보내고 10그갑옷은아스다롯의집에두

고그시체는벧산성벽에못박으매 11길르앗야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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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민들이블레셋사람들의사울에게행한일을듣고

12모든장사가일어나밤새도록가서사울과그아들

들의시체를벧산성벽에서취하여가지고야베스에

돌아와서거기서불사르고 13그뼈를가져다가야베스

에셀나무아래장사하고칠일을금식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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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하
1사울의죽은후라다윗이아말렉사람을도륙하고

돌아와서시글락에서이틀을유하더니 2제삼일에한

사람이사울의진에서나왔는데그옷은찢어졌고머

리에는흙이있더라저가다윗에게나아와땅에엎드

려절하매 3다윗이저에게묻되 `너는어디서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진에서도망하여왔나이다' 4다

윗이가로되 `일이어떻게되었느뇨너는내게고하라'

저가대답하되 `군사가전쟁중에서도망하기도하였

고무리중에엎드러져죽은자도많았고사울과그아

들요나단도죽었나이다' 5다윗이자기에게고하는소

년에게묻되 `사울과그아들요나단의죽은줄을네가

어떻게아느냐?' 6그에게고하는소년이가로되 `내가

우연히길보아산에올라보니사울이자기창을의지

하였고병거와기병은저를촉급히따르는데 7사울이

뒤로돌이켜나를보고부르시기로내가대답하되내

가여기있나이다한즉 8내게이르되너는누구냐하

시기로내가대답하되나는아말렉사람이니이다한즉

9또내게이르되내목숨이아직내게완전히있으므로

내가고통에들었나니너는내곁에서서나를죽이라

하시기로 10저가엎드러진후에는살수없는줄을내

가알고그곁에서서죽이고그머리에있는면류관과

팔에있는고리를벗겨서내주께로가져왔나이다' 11

이에다윗이자기옷을잡아찢으매함께있는모든사

람도그리하고 12사울과그아들요나단과여호와의

백성과이스라엘족속이칼에죽음을인하여저녁때까

지슬퍼하여울며금식하니라 13다윗이그고한소년

에게묻되너는어디사람이냐?대답하되나는아말렉

사람곧외국인의아들이니이다 14다윗이저에게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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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네가어찌하여손을들어여호와의기름부음받은

자죽이기를두려워하지아니하였느냐?' 하고 15소년

중하나를불러이르되 `가까이가서저를죽이라'하매

그가치매곧죽으니라 16다윗이저에게이르기를 `네

피가네머리로돌아갈지어다네입이네게대하여증

거하기를내가여호와의기름부음받은자를죽였노

라함이니라'하였더라 17다윗이이슬픈노래로사울

과그아들요나단을조상하고 18명하여그것을유다

족속에게가르치라하였으니곧활노래라야살의책

에기록되었으되 19이스라엘아! 너의영광이산위에

서죽임을당하였도다오호라! 두용사가엎드러졌도다

20이일을가드에도고하지말며아스글론거리에도

전파하지말지어다블레셋사람의딸들이즐거워할까,

할례받지못한자의딸들이개가를부를까염려로다

21길보아산들아너희위에우로가내리지아니하며제

물낼밭도없을지어다거기서두용사의방패가버린

바됨이라곧사울의방패가기름부음을받지않음같

이됨이로다 22죽은자의피에서, 용사의기름에서요

나단의활이물러가지아니하였으며사울의칼이헛되

이돌아오지아니하였도다 23사울과요나단이생전에

사랑스럽고아름다운자러니죽을때에도서로떠나지

아니하였도다저희는독수리보다빠르고사자보다강

하였도다 24이스라엘딸들아! 사울을슬퍼하여울지어

다! 저가붉은옷으로너희에게화려하게입혔고금노

리개를너희옷에채웠도다 25오호라! 두용사가전쟁

중에엎드러졌도다요나단이너의산위에서죽임을당

하였도다 26내형요나단이여! 내가그대를애통함은

그대는내게심히아름다움이라그대가나를사랑함이

기이하여여인의사랑보다승하였도다 27오호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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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가엎드러졌으며싸우는병기가망하였도다하였

더라

2그후에다윗이여호와께물어가로되 `내가유다한

성으로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가라사대올라가

라다윗이가로되 `어디로가리이까'가라사대헤브론

으로갈지니라 2다윗이그두아내이스르엘여인아

히노암과갈멜사람나발의아내되었던아비가일을

데리고그리로올라갈때에 3또자기와함께한종자들

과그들의권속들을다데리고올라가서헤브론각성

에거하게하니라 4유다사람들이와서거기서다윗에

게기름을부어유다족속의왕을삼았더라혹이다윗

에게고하여가로되 `사울을장사한사람은길르앗야

베스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다윗이길르앗야베스사

람들에게사자들을보내어가로되 `너희가너희주사

울에게이처럼은혜를베풀어장사하였으니여호와께

복을받을지어다! 6너희가이일을하였으니이제여

호와께서은혜와진리로너희에게베푸시기를원하고

나도이선한일을너희에게갚으리니 7이제너희는

손을강하게하고담대히할지어다! 너희주사울이죽

었고또유다족속이내게기름을부어저희의왕을삼

았음이니라' 8사울의군장넬의아들아브넬이이미

사울의아들이스보셋을데리고마하나임으로건너가

서 9길르앗과아술과이스르엘과에브라임과베냐민

과온이스라엘의왕을삼았더라 10사울의아들이스

보셋이비로소이스라엘왕이될때에나이사십세며

두해동안위에있으니라유다족속은다윗을따르니

11다윗이헤브론에서유다족속의왕이된날수는일

곱해여섯달이더라 12넬의아들아브넬과사울의아들

이스보셋의신복들은마하나임에서나와서기브온에



사무엘하 606

이르고 13스루야의아들요압과다윗의신복들도나와

서기브온못가에서저희를만나앉으니이는못이편

이요, 저는못저편이라 14아브넬이요압에게이르되

`청컨대소년들로일어나서우리앞에서장난하게하

자' 요압이가로되 `일어나게하자' 하매 15저희가일

어나그수효대로나아가니베냐민과사울의아들이

스보셋의편에열둘이요다윗의신복중에열둘이라

16각기적수의머리를잡고칼로적수의옆구리를찌

르매일제히쓰러진지라그러므로그곳을헬갓핫수림

이라일컬었으며기브온에있더라 17그날에싸움이

심히맹렬하더니아브넬과이스라엘사람들이다윗의

신복들앞에서패하니라 18그곳에스루야의세아들

요압과아비새와아사헬이있었는데아사헬의발은들

노루같이빠르더라 19아사헬이아브넬을쫓아달려가

되좌우로치우치지않고아브넬의뒤를쫓으니 20아

브넬이뒤를돌아보며가로되 `아사헬아너냐'대답하

되 `내로라' 21아브넬이저에게이르되 `너는좌편으

로나우편으로나치우쳐서소년하나를잡아그군복

을빼앗으라' 하되아사헬이치우치기를원치않고그

뒤를쫓으매 22아브넬이다시아사헬에게이르되 `너

는나쫓기를그치라내가너를쳐서땅에엎드러지게

할까닭이무엇이냐그렇게하면내가어떻게네형요

압을대면하겠느냐'하되 23저가치우치기를싫어하매

아브넬이창뒤끝으로그배를찌르니창이그등을꿰

뚫고나간지라곧그곳에엎드러져죽으매아사헬의

엎드러져이르는자마다머물러섰더라 24요압과아비

새가아브넬의뒤를쫓아기브온거친땅의길가기아

맞은편암마산에이를때에해가졌고 25베냐민족속

은함께모여아브넬을따라한떼를이루고작은산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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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에섰더라 26아브넬이요압에게외쳐가로되 `칼

이영영히사람을상하겠느냐?마침내참혹한일이생

길줄을알지못하느냐?네가언제나무리에게그형제

쫓기를그치라명하겠느냐?' 27요압이가로되 `하나님

이사시거니와네가혼단의말을내지아니하였더면

무리가아침에다돌아갔을것이요그형제를쫓지아

니하였으리라' 하고 28나팔을불매온무리가머물러

서고다시는이스라엘을쫓아가지아니하고다시는싸

우지도아니하니라 29아브넬과그종자들이밤새도록

행하여아라바를지나요단을건너비드론온땅을지

나마하나임에이르니라 30요압이아브넬쫓기를그치

고돌아와서무리를다모으니다윗의신복중에십구

인과아사헬이궐이났으나 31다윗의신복들이베냐민

과아브넬에게속한자들을쳐서삼백육십명을죽였

더라 32무리가아사헬을베들레헴에있는그아비묘

에장사하고요압과그종자들이밤새도록행하여헤

브론에이를때에날이밝았더라

3사울의집과다윗의집사이에전쟁이오래매다윗

은점점강하여가고사울의집은점점약하여가니라

2다윗이헤브론에서아들들을낳았으되맏아들은암

논이라이스르엘여인아히노암의소생이요 3둘째는

길르압이라갈멜사람나발의아내되었던아비가일의

소생이요세째는압살롬이라그술왕달매의딸마아

가의아들이요 4네째는아도니야라학깃의아들이요

다섯째는스바댜라아비달의아들이요 5여섯째는이

드르암이라다윗의아내에글라의소생이니이는다윗

이헤브론에서낳은자들이더라 6사울의집과다윗의

집사이에전쟁이있는동안에아브넬이사울의집에

서점점권세를잡으니라 7사울에게첩이있었으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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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리스바요아야의딸이더라이스보셋이아브넬에

게이르되 `네가어찌하여내아버지의첩을통간하였

느냐?' 8아브넬이이스보셋의말을매우분히여겨가

로되 `내가유다의개대강이뇨내가오늘날당신의아

버지사울의집과그형제와그친구에게은혜를베풀

어서당신을다윗의손에내어주지아니하였거늘당신

이오늘날이여인에게관한허물을내게돌리는도다 9

여호와께서다윗에게맹세하신대로내가이루게아니

하면하나님이아브넬에게벌위에벌을내리심이마

땅하니라 10그맹세는곧이나라를사울의집에서다

윗에게옮겨서그위를단에서브엘세바까지이스라엘

과유다에세우리라하신것이니라' 하매 11이스보셋

이아브넬을두려워하여감히한말도대답지못하니

라 12아브넬이자기를대신하여사자들을다윗에게보

내어가로되 `이땅이뉘것이니이까' 또가로되 `당신

은나로더불어언약하사이다내손이당신을도와온

이스라엘로당신에게돌아가게하리이다' 13다윗이가

로되 `좋다내가너와언약하려니와내가네게한가지

일을요구하노니나를보러올때에위선사울의딸미

갈을데리고오라그렇지않으면내얼굴을보지못하

리라' 하고 14사울의아들이스보셋에게사자들을보

내어이르되 `내처미갈을내게로돌리라저는내가전

에블레셋사람의양피일백으로정혼한자니라' 15이

스보셋이보내어그남편라이스의아들발디엘에게서

취하매 16그남편이저와함께오되울며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아브넬이저에게돌아가라하매돌아가니

라 17아브넬이이스라엘장로들에게말하여가로되

`너희가여러번다윗으로너희임금삼기를구하였으

니 18이제그대로하라여호와께서이미다윗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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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말씀하시기를내가내종다윗의손으로내백성이

스라엘을구원하여블레셋사람의손과모든대적의

손에서벗어나게하리라하셨음이니라'하고 19아브넬

이또베냐민사람의귀에말하고이스라엘과베냐민

의온집이선히여기는모든것을다윗의귀에고하려

고헤브론으로가니라 20아브넬이종자이십인으로더

불어헤브론에이르러다윗에게나아가니다윗이아브

넬과그함께한사람을위하여잔치를배설하였더라

21아브넬이다윗에게고하되 `내가일어나가서온이

스라엘무리를내주왕의앞에모아더불어언약하게

하고마음의원하시는대로모든것을다스리시게하

리이다' 이에다윗이아브넬을보내매저가평안히가

니라 22다윗의신복들과요압이적군을치고크게노

략한물건을가지고돌아오니아브넬은이미보냄을

받아평안히갔고다윗과함께헤브론에있지아니한

때라 23요압과그함께한모든군사가돌아오매혹이

요압에게고하여가로되 `넬의아들아브넬이왕에게

왔더니왕이보내매저가평안히갔나이다' 24요압이

왕에게나아가가로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나아왔거늘어찌하여저를보내어잘가게하

셨나이까? 25왕도아시려니와넬의아들아브넬의온

것은왕을속임이라왕의출입하는것을알고모든하

시는것을알려함이니이다' 하고 26이에다윗에게서

나와서사자들을보내어아브넬을쫓아가게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저를데리고돌아왔으나다윗은알지

못하였더라 27아브넬이헤브론으로돌아오매요압이

더불어종용히말하려는듯이저를데리고성문으로

들어가서거기서배를찔러죽이니이는자기의동생

아사헬의피를인함이더라 28그후에다윗이듣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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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되 `넬의아들아브넬의피에대하여나와내나라는

여호와앞에영원히무죄하니 29그죄가요압의머리

와그아비의온집으로돌아갈지어다또요압의집에

서백탁병자나문둥병자나지팡이를의지하는자나칼

에죽는자나양식이핍절한자가끊어지지아니할지

로다'하니라 30요압과그동생아비새가아브넬을죽

인것은저가기브온전쟁에서자기동생아사헬을죽

인까닭이었더라 31다윗이요압과및자기와함께있

는모든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옷을찢고굵은베를

띠고아브넬앞에서애통하라' 하니라다윗왕이상여

를따라가서 32아브넬을헤브론에장사하고아브넬의

무덤에서소리를높여울고백성도다우니라 33왕이

아브넬을위하여애가를지어가로되 `아브넬의죽음

이어찌하여미련한자의죽음같은고 34네손이결박

되지아니하였고네발이착고에채이지아니하였거늘

불의한자식의앞에엎드러짐같이네가엎드러졌도다

' 하매온백성이다시그를슬퍼하여우니라 35석양에

뭇백성이나아와다윗에게음식을권하니다윗이맹

세하여가로되 `내가해지기전에떡이나다른것을맛

보면하나님이내게벌위에벌을내리심이마땅하니

라'하매 36온백성이보고기뻐하며왕이무슨일을하

든지무리가다기뻐하므로 37이날에야온백성과온

이스라엘이넬의아들아브넬을죽인것이왕의한바

가아닌줄을아니라 38왕이그신복에게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방백이요또는대인이죽은것을알지못

하느냐? 39내가기름부음을받은왕이되었으나오늘

날약하여서스루야의아들인이사람들을제어하기가

너무어려우니여호와는악행한자에게그악한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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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울의아들이스보셋이아브넬의헤브론에서죽었

다함을듣고손맥이풀렸고온이스라엘이놀라니라

2사울의아들이스보셋에게군장두사람이있으니하

나의이름은바아나요,하나의이름은레갑이라베냐

민족속브에롯사람림몬의아들들이더라브에롯도

베냐민지파에속하였으니 3일찍브에롯사람들이깃

다임으로도망하여오늘까지거기우거함이더라 4사

울의아들요나단에게절뚝발이아들하나가있으니

이름은므비보셋이라전에사울과요나단의죽은소식

이이스르엘에서올때에그나이다섯살이었는데그

유모가안고도망하더니급히도망하므로아이가떨어

져절게되었더라 5브에롯사람림몬의아들레갑과

바아나가행하여볕이쬘때즈음에이스보셋의집에

이르니마침저가낮잠을자는지라 6레갑과그형제

바아나가밀을가지러온체하고집가운데로들어가

서그배를찌르고도망하였더라 7저희가집에들어가

니이스보셋이침실에서상위에누웠는지라저를쳐

죽이고목을베어그머리를가지고밤새도록아라바

길로행하여 8헤브론에이르러다윗왕에게이스보셋

의머리를드리며고하되왕의생명을해하려하던원

수사울의아들이스보셋의머리가여기있나이다여

호와께서오늘우리주되신왕의원수를사울과그자

손에게갚으셨나이다 9다윗이브에롯사람림몬의아

들레갑과그형제바아나에게대답하여가로되 `내생

명을여러환난가운데서건지신여호와의사심을가

리켜맹세하노니 10전에사람이내게고하기를사울이

죽었다하며좋은소식을전하는줄로생각하였어도

내가저를잡아시글락에서죽여서그것으로그기별

의갚음을삼았거든 11하물며악인이의인을그집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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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서죽인것이겠느냐?그런즉내가저의피흘린

죄를너희에게갚아서너희를이땅에서없이하지아

니하겠느냐?' 하고 12소년들을명하매곧저희를죽이

고수족을베어헤브론못가에매어달고이스보셋의

머리를가져다가헤브론에서아브넬의무덤에장사하

였더라

5이스라엘모든지파가헤브론에이르러다윗에게나

아와말하여가로되 `보소서! 우리는왕의골육이니이

다 2전일곧사울이우리의왕이되었을때에도이스

라엘을거느려출입하게한자는왕이시었고여호와께

서도왕에게말씀하시기를네가내백성이스라엘의

목자가되며이스라엘의주권자가되리라하셨나이다'

하니라 3이에이스라엘모든장로가헤브론에이르러

왕에게나아오매다윗왕이헤브론에서여호와앞에서

저희와언약을세우매저희가다윗에게기름을부어

이스라엘왕을삼으니라 4다윗이삼십세에위에나아

가서사십년을다스렸으되 5헤브론에서칠년육개월

동안유다를다스렸고예루살렘에서삼십삼년동안

온이스라엘과유다를다스렸더라 6왕과그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가서그땅거민여부스사람을치려하

매그사람들이다윗에게말하여가로되 `네가이리로

들어오지못하리라소경과절뚝발이라도너를물리치

리라' 하니저희생각에는다윗이이리로들어오지못

하리라함이나 7다윗이시온산성을빼앗았으니이는

다윗성이더라 8그날에다윗이이르기를 `누구든지여

부스사람을치거든수구로올라가서다윗의마음에

미워하는절뚝발이와소경을치라' 하였으므로속담이

되어이르기를 `소경과절뚝발이는집에들어오지못

하리라'하더라 9다윗이그산성에거하여다윗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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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름하고밀로에서부터안으로성을둘러쌓으니라

10만군의하나님여호와께서함께계시니다윗이점점

강성하여가니라 11두로왕히람이다윗에게사자들과

백향목과목수와석수를보내매저희가다윗을위하여

집을지으니 12다윗이여호와께서자기를세우사이스

라엘왕을삼으신것과그백성이스라엘을위하여그

나라를높이신것을아니라 13다윗이헤브론에서올라

온후에예루살렘에서처첩들을더취하였으므로아들

과딸들이또다윗에게서나니 14예루살렘에서그에게

서난자의이름은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 15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16엘리사

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17이스라엘이다

윗에게기름을부어이스라엘왕을삼았다함을블레

셋사람이듣고다윗을찾으러다올라오매다윗이듣

고요해처로나가니라 18블레셋사람이이미이르러

르바임골짜기에편만한지라 19다윗이여호와께물어

가로되 `내가블레셋사람에게로올라가리이까? 여호

와께서저희를내손에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말씀하시되올라가라내가단정코블레셋사

람을네손에붙이리라하신지라 20다윗이바알브라심

에이르러거기서저희를치고가로되여호와께서물

을흩음같이내앞에서내대적을흩으셨다하므로그

곳이름을바알브라심이라칭하니라 21거기서블레셋

사람들이그우상을버렸으므로다윗과그종자들이

치우니라 22블레셋사람이다시올라와서르바임골짜

기에편만한지라 23다윗이여호와께묻자온대가라사

대올라가지말고저희뒤로돌아서뽕나무수풀맞은

편에서저희를엄습하되 24뽕나무꼭대기에서걸음걷

는소리가들리거든곧동작하라그때에여호와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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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나아가서블레셋군대를치리라하신지라 25이에

다윗이여호와의명대로행하여블레셋사람을쳐서

게바에서게셀까지이르니라

6다윗이이스라엘에서뺀무리삼만을다시모으고 2

일어나서그함께있는모든사람으로더불어바알레

유다로가서거기서하나님의궤를메어오려하니그

궤는그룹들사이에좌정하신만군의여호와의이름으

로이름하는것이라 3저희가하나님의궤를새수레에

싣고산에있는아비나답의집에서나오는데아비나답

의아들웃사와아효가그새수레를모니라 4저희가

산에있는아비나답의집에서하나님의궤를싣고나

올때에아효는궤앞에서행하고 5다윗과이스라엘온

족속이잣나무로만든여러가지악기와, 수금과, 비파

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여호와앞에서주악하더

라 6저희가나곤의타작마당에이르러서는소들이뛰

므로웃사가손을들어하나님의궤를붙들었더니 7여

호와하나님이웃사의잘못함을인하여진노하사저를

그곳에서치시니저가거기하나님의궤곁에서죽으

니라 8여호와께서웃사를충돌하시므로다윗이분하

여그곳을베레스웃사라칭하니그이름이오늘까지

이르니라 9다윗이그날에여호와를두려워하여가로

되 `여호와의궤가어찌내게로오리요' 하고 10여호와

의궤를옮겨다윗성자기에게로메어가기를즐겨하

지아니하고치우쳐가드사람오벧에돔의집으로메

어간지라 11여호와의궤가가드사람오벧에돔의집

에석달을있었는데그온집에복을주시니라 12혹이

다윗왕에게고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하나님의궤

를인하여오벧에돔의집과그모든소유에복을주셨

다' 한지라다윗이가서하나님의궤를기쁨으로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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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벧에돔의집에서다윗성으로올라갈새 13여호와의

궤를멘사람들이여섯걸음을행하매다윗이소와살

진것으로제사를드리고 14여호와앞에서힘을다하

여춤을추는데때에베에봇을입었더라 15다윗과온

이스라엘족속이즐거이부르며나팔을불고여호와의

궤를메어오니라 16여호와의궤가다윗성으로들어올

때에사울의딸미갈이창으로내다보다가다윗왕이

여호와앞에서뛰놀며춤추는것을보고심중에저를

업신여기니라 17여호와의궤를메고들어가서다윗이

위하여친장막가운데그예비한자리에두매다윗이

번제와화목제를여호와앞에드리니라 18다윗이번제

와화목제드리기를마치고만군의여호와의이름으로

백성에게축복하고 19모든백성곧온이스라엘무리

의무론남녀하고떡한개와고기한조각과건포도떡

한덩이씩나눠주매모든백성이각기집으로돌아가니

라 20다윗이자기의가족에게축복하러돌아오매사울

의딸미갈이나와서다윗을맞으며가로되 `이스라엘

왕이오늘날어떻게영화로우신지방탕한자가염치

없이자기의몸을드러내는것처럼오늘날그신복의

계집종의눈앞에서몸을드러내셨도다' 21다윗이미

갈에게이르되 `이는여호와앞에서한것이니라저가

네아비와그온집을버리시고나를택하사나로여호

와의백성이스라엘의주권자를삼으셨으니내가여호

와앞에서뛰놀리라 22내가이보다더낮아져서스스

로천하게보일지라도네가말한바계집종에게는내

가높임을받으리라'한지라 23그러므로사울의딸미

갈이죽는날까지자식이없으니라

7여호와께서사방의모든대적을파하사왕으로궁에

평안히거하게하신때에 2왕이선지자나단에게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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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볼지어다! 나는백향목궁에거하거늘하나님의궤

는휘장가운데있도다' 3나단이왕께고하되 `여호와

께서왕과함께계시니무릇마음에있는바를행하소

서' 4그밤에여호와의말씀이나단에게임하여가라

사대 5가서내종다윗에게말하기를여호와의말씀이

네가나를위하여나의거할집을건축하겠느냐? 6내

가이스라엘자손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던날부터

오늘날까지집에거하지아니하고장막과회막에거하

며행하였나니 7무릇이스라엘자손으로더불어행하

는곳에서내가내백성이스라엘을먹이라고명한이

스라엘어느지파에게내가말하기를너희가어찌하여

나를위하어백향목집을건축하지아니하였느냐고말

하였느냐 8그러므로이제내종다윗에게이처럼말하

라만군의여호와께서이처럼말씀하시기를내가너를

목장곧양을따르는데서취하여내백성이스라엘의

주권자를삼고 9네가어디를가든지내가너와함께

있어네모든대적을네앞에서멸하였은즉세상에서

존귀한자의이름같이네이름을존귀케만들어주리

라 10내가또내백성이스라엘을위하여한곳을정하

여저희를심고저희로자기곳에거하여다시옮기지

않게하며악한유로전과같이저희를해하지못하게

하여 11전에내가사사를명하여내백성이스라엘을

다스리던때와같지않게하고너를모든대적에게서

벗어나평안케하리라여호와가또네게이르노니여

호와가너를위하여집을이루고 12네수한이차서네

조상들과함께잘때에내가네몸에서날자식을네뒤

에세워그나라를견고케하리라 13저는내이름을위

하여집을건축할것이요나는그나라위를영원히견

고케하리라 14나는그아비가되고그는내아들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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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저가만일죄를범하면내가사람막대기와인생

채찍으로징계하려니와 15내가네앞에서폐한사울에

게서내은총을빼앗은것같이그에게서는빼앗지아

니하리라 16네집과네나라가네앞에서영원히보전

되고네위가영원히견고하리라하셨다하라 17나단

이이모든말씀과이모든묵시대로다윗에게고하니

라 18다윗왕이여호와앞에들어가앉아서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누구오며내집은무엇이관대나로이

에이르게하셨나이까? 19주여호와여, 주께서이것을

오히려적게여기시고또종의집에영구히이를일을

말씀하실뿐아니라주여호와여인간의규례대로하

셨나이다 20주여호와는종을아시오니다윗이다시

주께무슨말씀을하오리이까? 21주의말씀을인하여

주의뜻대로이모든큰일을행하사주의종에게알게

하셨나이다 22여호와하나님이여이러므로주는광대

하시니이는우리귀로들은대로는주와같은이가없

고주외에는참신이없음이니이다! 23땅의어느한나

라가주의백성이스라엘과같으리이까하나님이가서

구속하사자기백성을삼아주의명성을내시며저희

를위하여큰일을주의땅을위하여두려운일을애굽

과열국과그신들에게서구속하신백성앞에서행하

셨사오며 24주께서주의백성이스라엘을세우사영원

히주의백성을삼으셨사오니여호와여,주께서저희

하나님이되셨나이다 25여호와하나님이여,이제주의

종과종의집에대하여말씀하신것을영원히확실케

하옵시며말씀하신대로행하사 26사람으로영원히주

의이름을높여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는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하게하옵시며주의종다윗의집으로주

앞에견고하게하옵소서 27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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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주의종에게알게하여이르시기를내가

너를위하여집을세우리라하신고로주의종이이기

도로구할마음이생겼나이다 28주여호와여, 오직주

는하나님이시며말씀이참되시니이다! 주께서이좋

은것으로종에게허락하셨사오니 29이제청컨대종의

집에복을주사주앞에영원히있게하옵소서! 주여호

와께서말씀하셨사오니주의은혜로종의집이영원히

복을받게하옵소서!` 하니라

8이후에다윗이블레셋사람을쳐서항복받고블레

셋사람의손에서메덱암마를빼앗으니라 2다윗이또

모압을쳐서저희로땅에엎드리게하고줄로재어그

두줄길이의사람은죽이고한줄길이의사람은살리

니모압사람이다윗의종이되어조공을바치니라 3

르홉의아들소바왕하닷에셀이자기권세를회복하

려고유브라데강으로갈때에다윗이저를쳐서 4그

마병일천칠백과보병이만을사로잡고병거일백승

의말만남기고그외의병거의말은다발의힘줄을끊

었더니 5다메섹아람사람들이소바왕하닷에셀을도

우러온지라다윗이아람사람이만이천을죽이고 6

다메섹아람에수비대를두매아람사람이다윗의종

이되어조공을바치니라다윗이어디를가든지여호

와께서이기게하시니라 7다윗이하닷에셀의신복들

의가진금방패를빼앗아예루살렘으로가져오고 8또

하닷에셀의고을베다와베로대에서매우많은놋을

빼앗으니라 9하맛왕도이가다윗이하닷에셀의온군

대를쳐서파하였다함을듣고 10그아들요람을보내

어다윗왕에게문안하고축복하게하니이는하닷에

셀이도이로더불어전쟁이있던터에다윗이하닷에

셀을쳐서파함이라요람이은그릇과금그릇과놋그



사무엘하 619

릇을가지고온지라 11다윗왕이그것도여호와께드

리되저가정복한모든나라에서얻은은금 12곧아람

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것들과소바왕르홉의아들하닷에셀에게서노

략한것과같이드리니라 13다윗이염곡(鹽谷)에서에

돔사람일만팔천을쳐죽이고돌아와서명예를얻으

니라 14다윗이에돔에수비대를두되온에돔에수비

대를두니에돔사람이다다윗의종이되니라다윗이

어디를가든지여호와께서이기게하셨더라 15다윗이

온이스라엘을다스려모든백성에게공과의를행할

새 16스루야의아들요압은군대장관이되고아힐룻의

아들여호사밧은사관이되고 17아히둡의아들사독과

아비아달의아들아히멜렉은제사장이되고스라야는

서기관이되고 18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는그렛사람

과블렛사람을관할하고다윗의아들들은대신이되

니라

9다윗이가로되 `사울의집에오히려남은사람이있

느냐?내가요나단을인하여그사람에게은총을베풀

리라!' 하니라 2사울의종하나가있으니그이름은시

바라저를다윗의앞으로부르매왕이저에게묻되 `네

가시바냐?' 가로되 `종이그로소이다' 3왕이가로되

`사울의집에남은사람이없느냐?내가그사람에게

하나님의은총을베풀고자하노라'시바가왕께고하

되 `요나단의아들하나가있는데절뚝발이니이다' 4

왕이저에게묻되그가어디있느냐?시바가왕에게고

하되로드발암미엘의아들마길의집에있나이다 5다

윗왕이사람을보내어로드발암미엘의아들마길의

집에서저를데려오니 6사울의손자요나단의아들므

비보셋이다윗에게나아와서엎드려절하매다윗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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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대답하되 `주의종이여기

있나이다' 7다윗이가로되 `무서워말라! 내가반드시

네아비요나단을인하여네게은총을베풀리라내가

네조부사울의밭을다네게도로주겠고또너는항상

내상에서먹을지니라' 8저가절하여가로되 `이종이

무엇이관대왕께서죽은개같은나를돌아보시나이까

?` 9왕이사울의사환시바를불러서이르되 `사울과

그온집에속한것은내가다네주인의아들에게주었

노니 10너와네아들들과네종들은저를위하여밭을

갈고거두어네주인의아들을공궤하라그러나네주

인의아들므비보셋은항상내상에서먹으리라' 하니

라시바는아들이열다섯이요종이스물이라 11시바

가왕께고하되 `내주왕께서온갖일을종에게명하신

대로종이준행하겠나이다'하니라므비보셋은왕자

중하나처럼왕의상에서먹으니라 12므비보셋에게젊

은아들하나가있으니이름은미가더라무릇시바의

집에거하는자들은므비보셋의종이되니라 13므비보

셋이항상왕의상에서먹으므로예루살렘에거하니라

그는두발이다절뚝이더라

10그후에암몬자손의왕이죽고그아들하눈이대

신하여왕이되니 2다윗이가로되 `내가나하스의아

들하눈에게은총을베풀되그아비가내게은총을베

푼것같이하리라' 하고그신복들을명하여 `그아비

죽은것을조상하라' 하니라다윗의신복들이암몬자

손의땅에이르매 3암몬자손의방백들이그주하눈

에게고하되 `왕은다윗이조객을보낸것이왕의부친

을공경함인줄로여기시나이까다윗이그신복을보

내어이성을엿보고탐지하여함락시키고자함이아

니니이까?' 4이에하눈이다윗의신복들을잡아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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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절반을깎고그의복의중동볼기까지자르고돌려

보내매 5혹이이일을다윗에게고하니라그사람들이

크게부끄러워하므로왕이저희를맞으러보내어이르

기를 `너희는수염이자라기까지여리고에서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암몬자손이자기가다윗에게미움

이된줄알고사람을보내어벧르홉아람사람과소바

아람사람의보병이만과마아가왕과그사람일천과

돕사람일만이천을고용한지라 7다윗이듣고요압과

용사의온무리를보내매 8암몬자손은나와서성문

어귀에진을쳤고소바와르홉아람사람과돕과마아

가사람들은따로들에있더라 9요압이앞뒤에친적

진을보고이스라엘의뺀자중에서또빼서아람사람

을대하여진치고 10그남은무리는그아우아비새의

수하에붙여암몬자손을대하여진치게하고 11가로

되 `만일아람사람이나보다강하면네가나를돕고만

일암몬자손이너보다강하면내가가서너를도우리

라 12너는담대하라! 우리가우리백성과우리하나님

의성읍들을위하여담대히하자!여호와께서선히여

기시는대로행하시기를원하노라' 하고 13요압과그

종자가아람사람을향하여싸우려고나아가니저희가

그앞에서도망하고 14암몬자손은아람사람의도망

함을보고저희도아비새앞에서도망하여성으로들

어간지라요압이암몬자손을떠나예루살렘으로돌아

오니라 15아람사람이자기가이스라엘앞에서패하였

음을보고다모이매 16하닷에셀이사람을보내어강

건너편에있는아람사람을불러내매저희가헬람에

이르니하닷에셀의군대장관소박이저희를거느린지

라 17혹이다윗에게고하매저가온이스라엘을모으

고요단을건너헬람에이르매아람사람들이다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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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진을치고더불어싸우더니 18아람사람이이

스라엘앞에서도망한지라다윗이아람병거칠백승의

사람과마병사만을죽이고또그군대장관소박을치

매거기서죽으니라 19하닷에셀에게속한왕들이자기

가이스라엘앞에서패함을보고이스라엘과화친하고

섬기니이러므로아람사람들이두려워하여다시는암

몬자손을돕지아니하니라

11해가돌아와서왕들의출전할때가되매다윗이요

압과그신복과온이스라엘군대를보내니저희가암

몬자손을멸하고랍바를에워쌌고다윗은예루살렘에

그대로있으니라 2저녁때에다윗이그침상에서일어

나왕궁지붕위에서거닐다가그곳에서보니한여인

이목욕을하는데심히아름다와보이는지라 3다윗이

보내어그여인을알아보게하였더니고하되 `그는엘

리암의딸이요헷사람우리아의아내밧세바가아니

니이까?' 4다윗이사자를보내어저를자기에게로데

려오게하고저가그부정함을깨끗케하였으므로더

불어동침하매저가자기집으로돌아가니라 5여인이

잉태하매보내어다윗에게고하여가로되 `내가잉태

하였나이다'하니라 6다윗이요압에게기별하여 `헷

사람우리아를내게보내라' 하매요압이우리아를다

윗에게로보내니 7우리아가다윗에게이르매다윗이

요압의안부와군사의안부와싸움의어떠한것을묻

고 8저가또우리아에게이르되 `네집으로내려가서

발을씻으라' 하니우리아가왕궁에서나가매왕의식

물이뒤따라가니라 9그러나우리아는집으로내려가

지아니하고왕궁문에서그주의신복들로더불어잔

지라 10혹이다윗에게고하여가로되 `우리아가그집

으로내려가지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우리아에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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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되 `네가길갔다가돌아온것이아니냐?어찌하여

네집으로내려가지아니하였느냐?' 11우리아가다윗

에게고하되 `언약궤와이스라엘과유다가영채가운

데유하고내주요압과내왕의신복들이바깥들에유

진하였거늘내가어찌내집으로가서먹고마시고내

처와같이자리이까?내가이일을행치아니하기로왕

의사심과왕의혼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나이다' 12

다윗이우리아에게이르되 `오늘도여기있으라내일

은내가너를보내리라' 우리아가그날에예루살렘에

유하니라이튿날 13다윗이저를불러서저로그앞에

서먹고마시고취하게하니저녁때에저가나가서그

주의신복으로더불어침상에눕고그집으로내려가

지아니하니라 14아침이되매다윗이편지를써서우

리아의손에부쳐요압에게보내니 15그편지에써서

이르기를 `너희가우리아를맹렬한싸움에앞세워두

고너희는뒤로물러가서저로맞아죽게하라' 하였더

라 16요압이그성을살펴용사들의있는줄을아는그

곳에우리아를두니 17성사람들이나와서요압으로

더불어싸울때에다윗의신복중몇사람이엎드러지

고헷사람우리아도죽으니라 18요압이보내어전쟁

의모든일을다윗에게고할새 19그사자에게명하여

가로되 `전쟁의모든일을네가왕께고하기를마친후

에 20혹시왕이노하여네게말씀하기를너희가어찌

하여성에그처럼가까이가서싸웠느냐?저희가성위

에서쏠줄을알지못하였느냐? 21여룹베셋의아들아

비멜렉을쳐죽인자가누구냐?여인하나가성에서맷

돌윗짝을그위에던지매저가데벳스에서죽지아니

하였느냐? 어찌하여성에가까이갔더냐? 하시거든네

가말하기를왕의종헷사람우리아도죽었나이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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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2사자가가서다윗에게이르러요압의모든보낸

일을고하여 23가로되 `그사람들이우리보다승하여

우리를향하여들로나온고로우리가저희를쳐서성

문어귀까지미쳤더니 24활쏘는자들이성위에서왕

의신복들을향하여쏘매왕의신복중몇사람이죽고

왕의종헷사람우리아도죽었나이다' 25다윗이사자

에게이르되 `너는요압에게이같이말하기를이일로

걱정하지말라칼은이사람이나저사람이나죽이느

니라그성을향하여더욱힘써싸워함락시키라하여

너는저를담대케하라' 하니라 26우리아의처가그남

편우리아의죽었음을듣고호곡하니라 27그장사를

마치매다윗이보내어저를궁으로데려오니저가그

처가되어아들을낳으니라다윗의소위가여호와보

시기에악하였더라

12여호와께서나단을다윗에게보내시니와서저에

게이르되 `한성에두사람이있는데하나는부하고하

나는가난하니 2그부한자는양과소가심히많으나 3

가난한자는아무것도없고자기가사서기르는작은

암양새끼하나뿐이라그암양새끼는저와저의자식

과함께있어자라며저의먹는것을먹으며저의잔에

서마시며저의품에누우므로저에게는딸처럼되었

거늘 4어떤행인이그부자에게오매부자가자기의

양과소를아껴자기에게온행인을위하여잡지아니

하고가난한사람의양새끼를빼앗아다가자기에게

온사람을위하여잡았나이다' 5다윗이그사람을크

게노하여나단에게이르되 `여호와의사심을가리켜

맹세하노니이일을행한사람은마땅히죽을자라 6

저가불쌍히여기지않고이일을행하였으니그양새

끼를사배나갚아주어야하리라' 7나단이다윗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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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되 `당신이그사람이라!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

와께서이처럼이르시기를내가너로이스라엘왕을

삼기위하여네게기름을붓고너를사울의손에서구

원하고 8네주인의집을네게주고네주인의처들을

네품에두고이스라엘과유다족속을네게맡겼느니

라만일그것이부족하였을것같으면내가네게이것

저것을더주었으리라 9그러한데어찌하여네가여호

와의말씀을업신여기고나보기에악을행하였느뇨

네가칼로헷사람우리아를죽이되암몬자손의칼로

죽이고그처를빼앗아네처를삼았도다 10이제네가

나를업신여기고헷사람우리아의처를빼앗아네처

를삼았은즉칼이네집에영영히떠나지아니하리라

하셨고 11여호와께서또이처럼이르시기를내가네

집에재화를일으키고내가네처들을가져네눈앞에

서다른사람에게주리니그사람이네처들로더불어

백주에동침하리라 12너는은밀히행하였으나나는이

스라엘무리앞백주에이일을행하리라하셨나이다'

13다윗이나단에게이르되 `내가여호와께죄를범하

였노라!' 하매나단이다윗에게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도당신의죄를사하셨나니당신이죽지아니하려니와

14이일로인하여여호와의원수로크게훼방할거리

를얻게하였으니당신의낳은아이가정녕죽으리이

다'하고 15나단이자기집으로돌아가니라우리아의

처가다윗에게낳은아이를여호와께서치시매심히

앓는지라 16다윗이그아이를위하여하나님께간구

하되금식하고안에들어가서밤새도록땅에엎드렸으

니 17그집의늙은자들이곁에이르러다윗을일으키

려하되왕이듣지아니하고저희로더불어먹지도아

니하더라 18이레만에그아이가죽으니라그러나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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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복들이아이의죽은것을왕에게고하기를두려

워하니이는저희가말하기를 `아이가살았을때에우

리가말하여도왕이그말을듣지아니하셨나니어떻

게그아이의죽은것을고할수있으랴왕이훼상하시

리로다'함이라 19다윗이그신복들의서로수군거리는

것을보고그아이가죽은줄을깨닫고그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20다

윗이땅에서일어나몸을씻고기름을바르고의복을

갈아입고여호와의전에들어가서경배하고궁으로돌

아와서명하여음식을그앞에베풀게하고먹은지라

21신복들이왕께묻되 `아이가살았을때에는위하여

금식하고우시니죽은후에는일어나서잡수시니어찜

이니이까?' 22가로되 `아이가살았을때에내가금식

하고운것은혹시여호와께서나를불쌍히여기사아

이를살려주실는지누가알까생각함이어니와 23시방

은죽었으니어찌금식하랴내가다시돌아오게할수

있느냐?나는저에게로가려니와저는내게로돌아오

지아니하리라' 24다윗이그처밧세바를위로하고저

에게들어가동침하였더니저가아들을낳으매그이

름을솔로몬이라하니라여호와께서그를사랑하사 25

선지자나단을보내사그이름을여디디야라하시니

이는여호와께서사랑하심을인함이더라 26요압이암

몬자손의왕성(王城) 랍바를쳐서취하게되매 27사자

를다윗에게보내어가로되 `내가랍바곧물들의성을

쳐서취하게되었으니 28이제왕은남은군사를모아

진치고이성을쳐서취하소서! 내가이성을취하면이

성이내이름으로일컬음을받을까두려워하나이다'

29다윗이모든군사를모아랍바로가서쳐서취하고

30그왕의머리에서보석있는면류관을취하니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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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한금달란트라다윗이머리에쓰니라다윗이또

그성에서노략한물건을무수히내어오고 31그가운

데백성들을끌어내어톱질과, 써레질과, 도끼질과, 벽

돌구이를하게하니라암몬자손의모든성을이같이

하고다윗과모든백성이예루살렘으로돌아오니라

13그후에이일이있으니라다윗의아들압살롬에게

아름다운누이가있으니이름은다말이라다윗의아들

암논이저를연애하나 2저는처녀이므로어찌할수없

는줄을알고암논이그누이다말을인하여심화로병

이되니라 3암논에게요나답이라하는친구가있으니

저는다윗의형시므아의아들이요심히간교한자라 4

저가암논에게이르되 `왕자여어찌하여나날이이렇

게파리하여가느뇨내게고하지아니하겠느뇨?' 암논

이말하되 `내가아우압살롬의누이다말을연애함이

니라' 5요나답이저에게이르되 `침상에누워병든체

하다가네부친이너를보러오거든너는말하기를청

컨대내누이다말로와서내게식물을먹이되나보는

데서식물을차려그손으로먹여주게하옵소서하라'

6암논이곧누워병든체하다가왕이와서저를볼때

에왕께고하되 `청컨대내누이다말로와서내가보는

데서과자두어개를만들어그손으로내게먹여주게

하옵소서' 7다윗이사람을그집으로보내어다말에게

이르되 `네오라비암논의집으로가서저를위하여음

식을차리라'한지라 8다말이그오라비암논의집에

이르매암논이누었더라다말이밀가루를가지고반죽

하여그보는데서과자를만들고그과자를굽고 9그

남비를가져다가그앞에쏟아놓아도암논이먹기를

싫어하고가로되 `모든사람을나가게하라'하니다저

를떠나나가니라 10암논이다말에게이르되 `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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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침실로들어오라내가네손에서먹으리라' 다

말이자기의만든과자를가지고침실에들어가그오

라비암논에게이르러 11저에게먹이려고가까이가지

고갈때에암논이그를붙잡고이르되 `누이야와서나

와동침하자' 12저가대답하되 `아니라내오라비여나

를욕되게말라이런일은이스라엘에서마땅히행치

못할것이니이괴악한일을행치말라 13내가이수치

를무릅쓰고어디로가겠느냐?너도이스라엘에서괴

악한자중하나가되리라청컨대왕께말하라저가나

를네게주기를거절치아니하시리라' 하되 14암논이

그말을듣지아니하고다말보다힘이세므로억지로

동침하니라 15그리하고암논이저를심히미워하니이

제미워하는미움이이왕연애하던연애보다더한지라

곧저에게이르되 `일어나가라' 16다말이가로되 `가

치아니하다나를쫓아보내는이큰악은아까내게행

한그악보다더하다' 하되암논이듣지아니하고 17그

부리는종을불러이르되 `이계집을내어보내고곧문

빗장을지르라` 하니 18암논의하인이저를끌어내고

곧문빗장을지르니라다말이채색옷을입었으니출가

하지아니한공주는이런옷으로단장하는법이라 19

다말이재를그머리에무릅쓰고그채색옷을찢고손

을머리위에얹고크게울며가니라 20그오라비압살

롬이저에게이르되 `네오라비암논이너와함께있었

느냐?그러나저는네오라비니누이야시방은잠잠히

있고이것으로인하여근심하지말라' 이에다말이그

오라비압살롬의집에있어처량하게지내니라 21다윗

왕이이모든일을듣고심히노하니라 22압살롬이그

누이다말을암논이욕되게하였으므로저를미워하여

시비간에말하지아니하니라 23이주년후에에브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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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바알하솔에서압살롬의양털을깎는일이있으매

압살롬이왕의모든아들을청하고 24왕께나아와말

하되 `이제종에게양털깎는일이있사오니청컨대왕

은신복들을데리시고이종과함께가사이다' 25왕이

압살롬에게이르되 `아니라내아들아우리가다갈것

이없다네게누를끼칠까하노라' 압살롬이간청하되

저가가지아니하고위하여복을비는지라 26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아니하시려거든청컨대내형암논으

로우리와함께가게하옵소서'왕이저에게이르되 `그

가너와함께갈것이무엇이냐?' 하되 27압살롬이간

청하매왕이암논과왕의모든아들을저와함께보내

니라 28압살롬이이미그사환들에게분부하여이르기

를 `너희는암논의마음이술로즐거워할때를자세히

보다가내가너희에게암논을치라하거든저를죽이

라두려워말라내가너희에게명한것이아니냐?너희

는담대히용맹을내라' 한지라 29압살롬의사환들이

그분부대로암논에게행하매왕의모든아들이일어

나각기노새를타고도망하니라 30저희가길에있을

때에압살롬이왕의모든아들을죽이고하나도남기

지아니하였다는소문이다윗에게이르매 31왕이곧

일어나서그옷을찢고땅에엎드러지고그신복들도

다옷을찢고모셔선지라 32다윗의형시므아의아들

요나답이고하여가로되 `내주여소년왕자들이다죽

임을당한줄로생각지마옵소서오직암논만죽었으

리이다저가압살롬의누이다말을욕되게한날부터

압살롬이결심한것이니이다 33그러하온즉내주왕이

여! 왕자들이다죽은줄로생각하여괘념(掛念)하지마

옵소서암논만죽었으리이다' 34이에압살롬은도망하

니라파수하는소년이눈을들어보니뒷산언덕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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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오더라 35요나답이왕께고하되 `왕자들

이오나이다종의말한대로되었나이다' 36말을마치

자왕자들이이르러대성통곡하니왕과그모든신복

도심히통곡하니라 37압살롬은도망하여그술왕암

미훌의아들달매에게로갔고다윗은날마다그아들

을인하여슬퍼하니라 38압살롬이도망하여그술로가

서거한지삼년이라 39다윗왕의마음이압살롬에게

향하여간절하니암논은이미죽었으므로왕이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스루야의아들요압이왕의마음이압살롬에게로

향하는줄알고 2드고아에보내어거기서슬기있는여

인하나를데려다가이르되청컨대너는상주된것처

럼상복을입고기름을바르지말고죽은사람을위하

여오래슬퍼하는여인같이하고 3왕께들어가서여

차여차히말하라'고할말을그입에넣어주니라 4드

고아여인이왕께고할때에얼굴을땅에대고엎드려

가로되왕이여! 도우소서 5왕이저에게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참과부니이다남편은죽고 6

아들둘이있더니저희가들에서싸우나말려줄사람

이아무도없으므로저가이를쳐죽인지라 7온족속

이일어나서왕의계집종나를핍박하여말하기를그

동생을죽인자를내어놓으라우리가그동생죽인죄

를갚아저를죽여사자될것까지끊겠노라하오니그

러한즉저희가내게남아있는숯불을꺼서내남편의

이름과씨를세상에끼쳐두지아니하겠나이다' 8왕이

여인에게이르되 `네집으로가라내가너를위하여명

령을내리리라' 9드고아여인이왕께고하되 `내주왕

이여! 그죄는나와내아비의집으로돌릴것이니왕과

왕위는허물이없으리이다' 10왕이가로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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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말하는자를내게로데려오라저가다시는너를

건드리지도못하리라' 11여인이가로되 `청컨대왕은

왕의하나님여호와를생각하사원수갚는자로더죽

이지못하게하옵소서내아들을죽일까두려워하나

이다'왕이가로되 `여호와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

니네아들의머리카락하나라도땅에떨어지지아니

하리라' 12여인이가로되 `청컨대계집종을용납하여

한말씀으로내주왕께여쭙게하옵소서'가로되 `말하

라' 13여인이가로되 `그러면어찌하여왕께서하나님

의백성에게대하여이같은도모를하셨나이까?이말

씀을하셨으니왕께서죄있는사람같이되심은그내

어쫓긴자를집으로돌아오게아니하심이니이다 14우

리는필경죽으리니땅에쏟아진물을다시모으지못

함같을것이오나하나님은생명을빼앗지아니하시고

방책을베푸사내어쫓긴자로하나님께버린자가되

지않게하시나이다 15이제내가와서내주왕께이말

씀을여쭙는것은백성들이나를두렵게하므로계집

종이스스로말하기를내가왕께여쭈면혹시종의청

하는것을시행하실것이라 16왕께서들으시고나와

내아들을함께하나님의산업에서끊을자의손에서

종을구원하시리라함이니이다 17계집종이또스스로

말하기를내주왕의말씀이나의위로가되기를원한

다하였사오니이는내주왕께서하나님의사자같이

선과악을분간하심이니이다원컨대왕의하나님여호

와께서왕과같이계시옵소서' 18왕이그여인에게대

답하여이르되 `내가네게묻는것을숨기지말라'여인

이가로되 `내주왕은말씀하옵소서' 19왕이가로되

`이모든일에요압이너와함께하였느냐?' 여인이대

답하여가로되 `내주왕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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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무릇내주왕의말씀을좌로나우로나옮길자가없

으리이다왕의종요압이내게명하였고저가이모든

말을왕의계집종의입에넣어주었사오니 20이는왕의

종요압이이일의형편을변하려하여이렇게함이니

이다내주왕의지혜는하나님의사자의지혜와같아

서땅에있는일을다아시나이다' 하니라 21왕이요압

에게이르되 `내가이일을허락하였으니가서소년압

살롬을데려오라' 22요압이땅에엎드려절하고왕을

위하여복을빌고가로되 `내주왕이여! 종의구함을

허락하시니종이왕앞에서은혜받은줄을오늘날아

나이다' 하고 23일어나그술로가서압살롬을데리고

예루살렘으로오니 24왕이가로되 `저를그집으로물

러가게하고내얼굴을보지말게하라' 하매압살롬이

자기집으로가고왕의얼굴을보지못하니라 25온이

스라엘가운데압살롬같이아름다움으로크게칭찬

받는자가없었으니저는발바닥부터정수리까지흠이

없음이라 26그머리털이무거우므로년말마다깎았으

며그머리털을깎을때에달아본즉왕의저울로이백

세겔이었더라 27압살롬이아들셋과딸하나를낳았는

데딸의이름은다말이라얼굴이아름다운여자더라

28압살롬이이태동안을예루살렘에있으되왕의얼굴

을보지못하였으므로 29요압을왕께보내려하여사

람을보내어부르되오지아니하고또다시보내되오

지아니하는지라 30압살롬이그종에게이르되 `보라!

요압의밭이내밭근처에있고거기보리가있으니가

서불을놓으라' 압살롬의종들이그밭에불을놓았더

니 31요압이일어나압살롬의집으로와서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네종들이내밭에불을놓았느냐?'

32압살롬이요압에게대답하되 `내가일찍사람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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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너를이리로청한것은내가너를왕께보내어고

하게하기를어찌하여내가그술에서돌아오게되었나

이까?이때까지거기있는것이내게나았으리이다하

려함이로다이제는네가나로왕의얼굴을보게하라

내가만일죄가있으면왕이나를죽이시는것이가하

니라' 33요압이왕께나아가서그말을고하매왕이압

살롬을부르니저가왕께나아가그앞에서얼굴을땅

에대어절하매왕이압살롬과입을맞추니라

15이후에압살롬이자기를위하여병거와말들을준

비하고전배(前倍)오십명을세우니라 2압살롬이일

찌기일어나성문길곁에서서어떤사람이든지송사

가있어왕에게재판을청하러올때에그사람을불러

서이르되 `너는어느성사람이냐' 그사람의대답이

`종은이스라엘아무지파에속하였나이다'하면 3압

살롬이저에게이르기를 `네일이옳고바르다마는네

송사들을사람을왕께서세우지아니하셨다'하고 4

또이르기를 `내가이땅에서재판관이되고누구든지

송사나재판할일이있어내게로오는자에게내가공

의베풀기를원하노라'하고 5사람이가까이와서절

하려하면압살롬이손을펴서그사람을붙들고입을

맞추니 6무릇이스라엘무리중에왕께재판을청하러

오는자들에게압살롬의행함이이같아서이스라엘

사람의마음을도적하니라 7사년만에압살롬이왕께

고하되 `내가여호와께서원한것이있사오니청컨대

나로헤브론에가서그서원을이루게하소서 8종이

아람그술에있을때에서원하기를만일여호와께서

나를예루살렘으로돌아가게하시면내가여호와를섬

기리이다'하였나이다 9왕이저에게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저가일어나헤브론으로가니라 10이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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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롬이정탐을이스라엘모든지파가운데두루보내

어이르기를 `너희는나팔소리를듣거든곧부르기를

압살롬이헤브론에서왕이되었다하라' 하니라 11그

때에압살롬에게청함을받은이백명이그사기를알

지못하고아무뜻없이예루살렘에서저와함께갔으

며 12제사드릴때에압살롬이사람을보내어다윗의

모사길로사람아히도벨을그성읍길로에서청하여

온지라반역하는일이커가매압살롬에게로돌아오는

백성이많아지니라 13사자가다윗에게와서고하되

`이스라엘의인심이다압살롬에게로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다윗이예루살렘에함께있는모든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도망하자그렇지아니하면우리한사

람도압살롬에게서피하지못하리라빨리가자두렵건

대저가우리를급히따라와서해하고칼로성을칠까

하노라' 15왕의신복들이왕께고하되 `우리주왕의

하고자하시는대로우리가행하리이다' 하더라 16왕

이나갈때에권속을다따르게하고후궁열명을남겨

두어궁을지키게하니라 17왕이나가매모든백성이

다따라서벧메르학에이르러머무니 18모든신복이

그곁으로지나가고모든그렛사람과모든블렛사람

과및왕을따라가드에서온육백인이왕의앞으로진

행하니라 19그때에왕이가드사람잇대에게이르되

`어찌하여너도우리와함께가느냐? 너는쫓겨난나그

네니돌아가서왕과함께네곳에있으라 20너는어제

왔고나는정처없이가니오늘날어찌너로우리와함

께유리하게하리요너도돌아가고네동포들도데려

가라은혜와진리가너와함께있기를원하노라!' 21잇

대가왕께대답하여가로되 `여호와의사심과우리주

왕의사심으로맹세하옵나니진실로내주왕께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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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곳에계시든지무론사생하고종도그곳에있겠나

이다!' 22다윗이잇대에게이르되 `앞서건너가라`하

매가드사람잇대와그종자들과그와함께한아이들

이다건너가고 23온땅사람이대성통곡하며모든인

민이앞서건너가매왕도기드론시내를건너가니건

너간모든백성이광야길로향하니라 24사독과그와

함께한모든레위사람이하나님의언약궤를메어다

가내려놓고아비아달도올라와서모든백성이성에서

나오기를기다리더니 25왕이사독에게이르되 `하나

님의궤를성으로도로메어가라만일내가여호와앞

에서은혜를얻으면도로나를인도하사내게그궤와

그계신데를보이시리라 26그러나저가말씀하시기를

내가너를기뻐하지아니한다하시면종이여기있사

오니선히여기시는대로내게행하시옵소서하리라'

27왕이또제사장사독에게이르되 `네가선견자가아

니냐?너는너희의두아들곧네아들아히마아스와아

비아달의아들요나단을데리고평안히성으로돌아가

라 28너희에게서내게고하는기별이올때까지내가

광야나룻터에서기다리리라' 29사독과아비아달이하

나님의궤를예루살렘으로도로메어다놓고거기유

하니라 30다윗이감람산길로올라갈때에머리를가

리우고맨발로울며행하고저와함께가는백성들도

각각그머리를가리우고울며올라가니라 31혹이다

윗에게고하되 `압살롬과함께모반한자들가운데아

히도벨이있나이다'하니다윗이가로되 `여호와여,원

컨대아히도벨의모략을어리석게하옵소서'하니라

32다윗이하나님을경배하는마루턱에이를때에아렉

사람후새가옷을찢고흙을머리에무릅쓰고다윗을

맞으러온지라 33다윗이저에게이르되 `네가만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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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함께나아가면내게누를끼치리라 34그러나네가

만일성으로돌아가서압살롬에게말하기를왕이여!

내가왕의종이니이다이왕에는왕의부친의종이었더

니내가이제는왕의종이니이다하면네가나를위하

여아히도벨의모략을패하게하리라 35사독과아비아

달두제사장이너와함께거기있지아니하냐네가궁

중에서무엇을듣든지사독과아비아달두제사장에게

고하라 36저희의두아들곧사독의아히마아스와아

비아달의요나단이저희와함께거기있나니무릇너

희듣는것을저희편으로내게기별할지니라' 37다윗

의친구후새가곧성으로들어가고압살롬도예루살

렘으로들어갔더라

16다윗이마루턱을조금지나니므비보셋의사환시

바가안장지운두나귀에떡이백과, 건포도일백송이

와, 여름실과일백과, 포도주한가죽부대를싣고다윗

을맞는지라 2왕이시바에게이르되 `네가무슨뜻으

로이것을가져왔느뇨?' 시바가가로되 `나귀는왕의

권속들로타게하고떡과실과는소년들로먹게하고

포도주는들에서곤비한자들로마시게하려함이니이

다' 3왕이가로되 `네주인의아들이어디있느뇨?' 시

바가왕께고하되 `예루살렘에있는데저가말하기를

이스라엘족속이오늘내아비의나라를내게돌리리

라하나이다' 4왕이시바더러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것이다네것이니라'시바가가로되 `내가절하나

이다내주왕이여나로왕의앞에서은혜를입게하옵

소서'하니라 5다윗왕이바후림에이르매거기서사

울의집족속하나가나오니게라의아들이요이름은

시므이라저가나오면서연하여저주하고 6또다윗과

다윗왕의모든신복을향하여돌을던지니그때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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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백성과용사들은다왕의좌우에있었더라 7시므이

가저주하는가운데이와같이말하니라 `피를흘린자

여, 비루한자여, 가거라! 가거라! 8사울의족속의모든

피를여호와께서네게로돌리셨도다그대신에네가

왕이되었으나여호와께서나라를네아들압살롬의

손에붙이셨도다보라!너는피를흘린자인고로화를

자취하였느니라' 9스루야의아들아비새가왕께여짜

오되 `이죽은개가어찌내주왕을저주하리이까청컨

대나로건너가서저의머리를베게하소서' 10왕이가

로되 `스루야의아들들아내가너희와무슨상관이있

느냐?저가저주하는것은여호와께서저에게다윗을

저주하라하심이니네가어찌그리하였느냐할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또아비새와모든신복에게이르

되 `내몸에서난아들도내생명을해하려하거든하물

며이베냐민사람이랴여호와께서저에게명하신것

이니저로저주하게버려두라 12혹시여호와께서나의

원통함을감찰하시리니오늘날그저주까닭에선으로

내게갚아주시리라'하고 13다윗과그종자들이길을

갈때에시므이는산비탈로따라가면서저주하고저를

향하여돌을던지며티끌을날리더라 14왕과그함께

있는백성들이다곤비하여한곳에이르러거기서쉬

니라 15압살롬과모든이스라엘백성들이예루살렘에

이르고아히도벨도저와함께이른지라 16다윗의친구

아렉사람후새가압살롬에게나아올때에저에게하

기를 `왕이여만세, 왕이여만세' 하니 17압살롬이후

새에게이르되 `이것이네가친구를후대하는것이냐?

네가어찌하여네친구와함께가지아니하였느냐?' 18

후새가압살롬에게이르되 `그렇지아니하니이다내가

여호와와이백성모든이스라엘의택한자에게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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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그와함께거할것이니이다 19또내가이제누구를

섬기리이까?그아들이아니니이까내가전에왕의아

버지를섬긴것같이왕을섬기리이다' 하니라 20압살

롬이아히도벨에게이르되 `너는어떻게행할모략을

우리에게가르치라' 21아히도벨이압살롬에게이르되

`왕의아버지가머물러두어궁을지키게한후궁들로

더불어동침하소서그리하면왕께서왕의부친의미워

하는바됨을온이스라엘이들으리니왕과함께있는

모든사람의힘이더욱강하여지리이다' 22이에사람

들이압살롬을위하여지붕에장막을치니압살롬이

온이스라엘무리의눈앞에서그부친의후궁들로더

불어동침하니라 23그때에아히도벨의베푸는모략은

하나님께물어받은말씀과일반이라저의모든모략

은다윗에게나압살롬에게나이와같더라

17아히도벨이또압살롬에게이르되 `이제나로하여

금사람일만이천을택하게하소서오늘밤에내가일

어나서다윗의뒤를따라 2저가곤하고약할때에엄

습하여저를무섭게한즉저와함께있는모든백성이

도망하리니내가다윗왕만쳐죽이고 3모든백성으로

왕께돌아오게하리니무리의돌아오기는왕의찾는

이사람에게달렸음이라그리하면모든백성이평안하

리이다' 4압살롬과이스라엘장로들이다그말을옳

게여기더라 5압살롬이이르되 `아렉사람후새도부

르라우리가저의말도듣자'하니라 6후새가압살롬

에게이르매압살롬이저에게말하여가로되아히도벨

이여차여차히말하니우리가그말대로행하랴그렇

지않거든너는말하라 7후새가압살롬에게이르되

`이때에는아히도벨의베푼모략이선치아니하니이

다' 하고 8또말하되 `왕도아시거니와왕의부친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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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들은용사라저희는들에있는곰이새끼를빼앗

긴것같이격분하였고왕의부친은병법에익은사람

인즉백성과함께자지아니하고 9이제어느굴에나

어느곳에숨어있으리니혹무리중에몇이먼저엎드

러지면그소문을듣는자가말하기를압살롬을좇는

자가운데서패함을당하였다할지라 10비록용감하여

사자같은자의마음이라도저상하리니이는이스라엘

무리가왕의부친은영웅이요그종자들도용사인줄

앎이니이다 11나의모략은이러하니이다온이스라엘

을단부터브엘세바까지바닷가의많은모래같이왕께

로모으고친히전장에나가시고 12우리가그만날만

한곳에서저를엄습하기를이슬이땅에내림같이저

의위에덮여저와그함께있는모든사람을하나도남

겨두지아니할것이요 13또만일저가어느성에들었

으면온이스라엘이줄을가져다가그성을강으로끌

어들여서그곳에한작은돌도보이지않게할것이니

이다' 하매 14압살롬과온이스라엘사람들이이르되

`아렉사람후새의모략은아히도벨의모략보다낫다'

하니이는여호와께서압살롬에게화를내리려하사

아히도벨의좋은모략을파하기로작정하셨음이더라

15이에후새가사독과아비아달두제사장에게이르되

`아히도벨이압살롬과이스라엘장로들에게여차여차

히모략을베풀었고나도여차여차히모략을베풀었으

니 16이제너희는빨리사람을보내어다윗에게고하

기를오늘밤에광야나룻터에서자지마시고아무쪼

록건너가소서하라혹시왕과그좇는자들이몰사할

까하노라' 하니라 17그때에요나단과아히마아스가

사람이볼까두려워하여감히성에들어가지못하고

에느로겔가에머물고어떤계집종은저희에게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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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저희는가서다윗에게고하더니 18한소년이

저희를보고압살롬에게고한지라그두사람이빨리

달려서바후림어떤사람의집으로들어가서그뜰에

있는우물속으로내려가니 19그집여인이덮을것을

가져다가우물아구를덮고찧은곡식을그위에널매

도무지알지못할러라 20압살롬의종들이그집에와

서여인에게묻되 `아히마하스와요나단이어디있느

냐?' 여인이가로되 `그들이시내를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찾아도만나지못하고예루살렘으로돌아가니

라 21저희가간후에두사람이우물에서올라와서다

윗왕에게이르러고하여가로되 `당신들은일어나빨

리물을건너가소서아히도벨이당신들을해하려고여

차여차히모략을베풀었나이다' 22다윗이일어나모든

백성과함께요단을건널새새벽에미쳐서한사람도

요단을건너지못한자가없었더라 23아히도벨이자기

모략이시행되지못함을보고나귀에안장을지우고

떠나고향으로돌아가서자기집에이르러집을정리

하고스스로목매어죽으매그아비묘에장사되니라

24이에다윗은마하나임에이르고압살롬은모든이스

라엘사람과함께요단을건너니라 25압살롬이아마사

로요압을대신하여군장(軍長)을삼으니라아마사는

이스라엘사람이드라라하는자의아들이라이드라가

나하스의딸아비갈과동침하여저를낳았으며아비갈

은요압의어미스루야의동생이더라 26이에이스라엘

무리와압살롬이길르앗땅에진치니라 27다윗이마

하나임에이르렀을때에암몬족속에게속한랍바사람

나하스의아들소비와, 로데발사람암미엘의아들마

길과, 로글림길르앗사람바실래가 28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곡식과, 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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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과, 볶은녹두와, 29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가져

다가다윗과그함께한백성으로먹게하였으니이는

저희생각에 `백성이들에서시장하고곤하고목마르

겠다' 함이더라

18이에다윗이그함께한백성을계수하고천부장과

백부장을그위에세우고 2그백성을내어보낼새삼

분지일은요압의수하에, 삼분지일은스루야의아들

요압의동생아비새의수하에붙이고, 삼분지일은가

드사람잇대의수하에붙이고백성에게이르되 `나도

반드시너희와함께나가리라' 3백성들이가로되 `왕

은나가지마소서우리가도망할지라도저희는우리에

게주의하지아니할터이요우리가절반이나죽을지라

도우리에게주의하지아니할터이라왕은우리만명

보다중하시오니왕은성에계시다가우리를도우심이

좋으니이다' 4왕이저희에게이르되 `너희가선히여

기는대로내가행하리라' 하고문곁에서매모든백성

이백명씩천명씩대를지어나가는지라 5왕이요압과

아비새와잇대에게명하여가로되 `나를위하여소년

압살롬을너그러이대접하라'하니왕이압살롬을위

하여모든군장에게명령할때에백성들이다들으니

라 6이에백성이이스라엘을치러들로나가서에브라

임수풀에서싸우더니 7거기서이스라엘무리가다윗

의심복들에게패하매그날그곳에서살륙이커서이

만에이르렀고 8그땅에서사면으로퍼져싸웠으므로

그날에수풀에서죽은자가칼에죽은자보다많았더

라 9압살롬이다윗의신복과마주치니라압살롬이노

새를탔는데그노새가큰상수리나무번성한가지아

래로지날때에압살롬의머리털이그상수리나무에

걸리매저가공중에달리고그탔던노새는그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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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간지라 10한사람이보고요압에게고하여가

로되 `내가보니압살롬이상수리나무에달렸더이다'

11요압이그고한사람에게이르되 `네가보고어찌하

여당장에쳐서땅에떨어뜨리지아니하였느뇨?내가

네게은열개와띠하나를주었으리라' 12그사람이요

압에게대답하되 `내가내손에은천개를받는다할지

라도나는왕의아들에게손을대지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들었거니와왕이당신과아비새와잇대에게명

하여이르시기를삼가누구든지소년압살롬을해하지

말라하셨나이다 13아무일도왕앞에는숨길수없나

니내가만일거역하여그생명을해하였다면당신도

나를대적하였으리이다' 14요압이가로되 `나는너와

같이지체할수없다'하고손에작은창셋을가지고

가서상수리나무가운데서아직살아있는압살롬의

심장을찌르니 15요압의병기를맡은소년열이압살

롬을에워싸고쳐죽이니라 16요압이나팔을불어백성

들로그치게하니저희가이스라엘을따르지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7무리가압살롬을옮겨다가수풀가운데

큰구멍에던지고그위에심히큰돌무더기를쌓으니

라온이스라엘무리가각기장막으로도망하니라 18

압살롬이살았을때에자기를위하여한비석을가져

세웠으니이는저가자기이름을전할아들이없음을

한탄함이라그러므로자기이름으로그비석을이름하

였으며그비석이왕의골짜기에있고이제까지압살

롬의기념비라일컫더라 19사독의아들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나로빨리왕에게가서여호와께서왕

의원수갚아주신소식을전하게하소서' 20요압이저

에게이르되 `너는오늘소식을전하는자가되지말고

다른날에전할것이니라왕의아들이죽었나니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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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소식을전하지못하리라' 하고 21구스사람에

게이르되 `네가가서본것을왕께고하라' 하매구스

사람이요압에게절하고달음질하여가니 22사독의아

들아히마아스가다시요압에게이르되 `청컨대아무

쪼록나로또한구스사람의뒤를따라달음질하게하

소서'요압이가로되 `내아들아왜달음질하려하느냐

? 이소식으로인하여는상을받지못하리라' 하되 23

저가아무쪼록달음질하겠노라하는지라요압이가로

되 `그리하라' 하니아히마아스가들길로달음질하여

구스사람보다앞서니라 24때에다윗이두문사이에

앉았더라파숫군이성문루에올라가서눈을들어보니

어떤사람이홀로달음질하는지라 25파숫군이외쳐왕

께고하매왕이가로되 `저가만일혼자면그입에소식

이있으리라' 할때에저가차차가까이오니라 26파숫

군이본즉한사람이또달음질하는지라문지기에게

외쳐이르되 `보라! 한사람이또혼자달음질한다'하니

왕이가로되 `저도소식을가져오느니라' 27파숫군이

가로되 `나보기에는앞선사람의달음질이사독의아

들아히마아스의달음질과같으니이다'왕이가로되

`저는좋은사람이니좋은소식을가져오느니라' 28아

히마아스가외쳐왕께말씀하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의앞에서얼굴을땅에대고절하여가로되 `왕의하

나님여호와를찬양하리로소이다!그손을들어내주

왕을대적하는자들을붙여주셨나이다' 29왕이가로

되소년압살롬이잘있느냐?아히마아스가대답하되

요압이왕의종나를보낼때에크게소동하는것을보

았사오나무슨일인지알지못하였나이다 30왕이가로

되 `물러나곁에서있으라' 하매물러나서섰더라 31

구스사람이이르러고하되 `내주왕께보(報)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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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나이다여호와께서오늘날왕을대적하던모든

원수를갚으셨나이다' 32왕이구스사람에게묻되 `소

년압살롬이잘있느냐?' 구스사람이대답하되 `내주

왕의원수와일어나서왕을대적하는자들은다그소

년과같이되기를원하나이다' 33왕의마음이심히아

파문루로올라가서우니라저가올라갈때에말하기

를 `내아들, 압살롬아! 내아들, 내아들, 압살롬아! 내

가너를대신하여죽었더면, 압살롬내아들아! 내아들

아!' 하였더라

19혹이요압에게고하되 `왕이압살롬을위하여울며

슬퍼하시나이다'하니 2왕이그아들을위하여슬퍼

한다함이그날에백성들에게들리매그날의이김이

모든백성에게슬픔이된지라 3그날에백성들이싸움

에쫓겨부끄러워도망함같이가만히성으로들어가

니라 4왕이얼굴을가리우고큰소리로부르되 `내아

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아들아! 내아들아!' 하니 5

요압이집에들어가서왕께말씀하되 `왕께서오늘왕

의생명과, 왕의자녀의생명과, 처첩들의생명을구원

한모든신복의얼굴을부끄럽게하시니 6이는왕께서

미워하는자는사랑하시며사랑하는자는미워하시고

오늘장관들과신복들을멸시하심을나타내심이라오

늘내가깨달으니만일압살롬이살고오늘우리가다

죽었더면왕이마땅히여기실뻔하였나이다 7이제곧

일어나나가서왕의신복들의마음을위로하여말씀하

옵소서내가여호와를가리켜맹세하옵나니왕이만일

나가지아니하시면오늘밤에한사람도왕과함께머

물지아니할지라그리하면그화가왕이젊었을때부

터지금까지당하신모든화보다더욱심하리이다' 8

왕이일어나성문에앉으매혹이모든백성에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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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왕이문에앉아계시다` 하니모든백성이왕의앞

으로나아오니라이스라엘은이미각기장막으로도망

하였더라 9이스라엘모든지파백성들이변론하여가

로되 `왕이우리를원수의손에서구원하여내셨고또

우리를블레셋사람의손에서구원하셨으나이제압살

롬을피하여나라에서나가셨고 10우리가기름을부어

우리를다스리게한압살롬은싸움에죽었거늘이제

너희가어찌하여왕을도로모셔올일에잠잠하고있

느냐?' 하니라 11다윗왕이사독과아비아달두제사장

에게기별하여가로되 `너희는유다장로들에게고하

여이르기를왕의말씀이온이스라엘이왕을궁으로

도로모셔오자하는말이왕께들렸거늘너희는어찌

하여궁으로모시는일에나중이되느냐? 12너희는내

형제요내골육이어늘어찌하여왕을도로모셔오는

일에나중이되리요하셨다'하고 13너희는또아마사

에게이르기를 `너는내골육이아니냐네가요압을대

신하여항상내앞에서군장이되지아니하면하나님

이내게벌위에벌을내리시기를바라노라하셨다하

라'하여 14모든유다사람들로마음을일제히돌리게

하매저희가왕께보내어가로되 `왕은모든신복으로

더불어돌아오소서' 한지라 15왕이돌아와요단에이

르매유다족속이왕을맞아요단을건네려하여길갈

로오니라 16바후림에있는베냐민사람게라의아들

시므이가급히유다사람과함께다윗왕을맞으려내

려올때에 17베냐민사람일천명이저와함께하고사

울의사환시바도그아들열다섯과종스무명으로더

불어저와함께하여요단강을밟고건너왕의앞으로

나아오니라 18왕의가족을건네려하며왕의선히여

기는대로쓰게하려하여나룻배가건너가니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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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건너려할때에게라의아들시므이가왕의앞에

엎드려 19왕께고하되 `내주여! 원컨대내게죄주지

마옵소서내주왕께서예루살렘에서나오시던날에

종의패역한일을기억하지마옵시며마음에두지마

옵소서 20왕의종내가범죄한줄아옵는고로오늘요

셉의온족속중내가먼저내려와서내주왕을영접하

나이다` 21스루야의아들아비새가대답하여가로되

`시므이가여호와의기름부으신자를저주하였으니

그로인하여죽어야마땅치아니하니이까?' 22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아들들아내가너희와무슨상관이

있기로너희가오늘나의대적이되느냐오늘어찌하

여이스라엘가운데서사람을죽이겠느냐내가오늘날

이스라엘의왕이된것을내가알지못하리요' 하고 23

시므이에게이르되 `네가죽지아니하리라'하고저에

게맹세하니라 24사울의손자므비보셋이내려와서왕

을맞으니저는왕의떠난날부터평안히돌아오는날

까지그발을맵시내지아니하며그수염을깎지아니

하며옷을빨지아니하였더라 25예루살렘에서와서왕

을맞을때에왕이저에게물어가로되므비보셋이여

네가어찌하여나와함께가지아니하였더뇨 26대답하

되 `내주왕이여! 왕의종나는절뚝발이이므로내나

귀에안장을지워타고왕과함께가려하였더니나의

종이나를속이고 27종나를내주왕께참소하였나이

다내주왕께서는하나님의사자와같으시니왕의처

분대로하옵소서 28내아비의온집이내주왕앞에서

는다만죽을사람이되지아니하였었나이까그러나

종을왕의상에서음식먹는자가운데두셨사오니내

게오히려무슨옳음이있어서다시왕께부르짖을수

있사오리이까?' 29왕이저에게이르되 `네가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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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네일을말하느냐?내가이르노니너는시바와밭을

나누라' 30므비보셋이왕께고하되 `내주왕께서평안

히궁에돌아오시게되었으니저로그전부를차지하

게하옵소서'하니라 31길르앗사람바실래가왕을보

내어요단을건네려고로글림에서내려와서함께요단

에이르니 32바실래는매우늙어나이팔십세라저는

거부인고로왕이마하나임에유할때에왕을공궤하

였더라 33왕이바실래에게이르되 `너는나와함께건

너가자예루살렘에서내가너를공궤하리라' 34바실래

가왕께고하되 `내생명의날이얼마나있삽관대어찌

왕과함께예루살렘으로올라가리이까? 35내나이이

제팔십세라어떻게좋고흉한것을분간할수있사오

며음식의맛을알수있사오리이까?어떻게다시노래

하는남자나여인의소리를알아들을수있사오리이

까? 어찌하여종이내주왕께오히려누를끼치리이까?

36종은왕을모시고요단을건너려는것뿐이어늘왕께

서어찌하여이같은상으로내게갚으려하시나이까?

37청컨대종을돌려보내옵소서내가내본성(本城) 부

모의묘곁에서죽으려하나이다그러나왕의종김함

이여기있사오니청컨대저로내주왕과함께건너가

게하옵시고왕의처분대로저에게베푸소서' 38왕이

대답하되 `김함이나와함께건너가리니내가너의좋

아하는대로저에게베풀겠고또네가내게구하는것

은다너를위하여시행하리라' 하니라 39백성이다요

단을건너매왕도건너가서바실래의입을맞추고위

하여복을비니저가자기곳으로돌아가니라 40왕이

길갈로건너오고김함도함께건너오니온유다백성

과이스라엘백성의절반이나왕을호행하니라 41온

이스라엘사람이왕께나아와서고하되 `우리형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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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람들이어찌왕을도적하여왕과왕의권속과왕

을좇는모든사람을인도하여요단을건네었나이까'

하매 42유다모든사람이이스라엘사람에게대답하되

`왕은우리의지친인까닭이라너희가어찌이일에대

하여분내느냐우리가왕의물건을조금이라도먹었느

냐왕께서우리에게선물주신것이있느냐' 43이스라

엘사람이유다사람에게대답하여이르되 `우리는왕

에대하여십분을가졌으니다윗에게대하여너희보다

더욱관계가있거늘너희가어찌우리를멸시하여우

리왕을모셔오는일에먼저우리와의논하지아니하

였느냐' 하나유다사람의말이이스라엘사람의말보

다더강경하였더라

20마침거기난류하나가있으니베냐민사람비그리

의아들세바라하는자라저가나팔을불며가로되 `우

리는다윗과함께할분의가없으며이새의아들과함

께할업이없도다이스라엘아각각장막으로돌아가

라' 하매 2이에온이스라엘사람들이다윗좇기를그

치고올라가비그리의아들세바를좇으나유다사람

들은왕에게합하여요단에서예루살렘까지좇으니라

3다윗이예루살렘본궁에이르러전에머물러궁을지

키게한후궁열명을잡아별실에가두고먹을것만주

고더불어동침치아니하니저희가죽는날까지갇혀

서생과부로지내니라 4왕이아마사에게이르되 `너는

나를위하여삼일내로유다사람을소집하고너도여

기있으라' 5아마사가유다사람을소집하러가더니

왕의정한기한에지체된지라 6다윗이이에아비새에

게이르되 `이제비그리의아들세바가압살롬보다우

리를더해하리니너는네왕의신복들을거느리고쫓

아가라저가견고한성에들어가서우리들을피할까



사무엘하 649

염려하노라' 하매 7요압을좇는자들과그렛사람들과

블렛사람들과모든용사들이 8기브온큰바위곁에

이르매아마사가맞으러오니때에요압이군복을입

고띠를띠고집에꽂은칼을허리에매었는데저가행

할때에칼이빠져떨어졌더라 9요압이아마사에게이

르되 `형은평안하뇨'하며오른손으로아마사의수염

을잡고그입을맞추려는체하매 10아마사가요압의

손에있는칼은주의치아니한지라요압이칼로그배

를찌르매그창자가땅에흐르니다시치지아니하여

도죽으니라요압과그동생아비새가비그리의아들

세바를쫓을새 11요압의소년중하나가아마사의곁

에서서가로되 `요압을좋아하는자와다윗을위하는

자는요압을따르라' 할때에 12아마사가길가운데피

속에굴어졌는지라그소년이모든백성의섰는것을

보고아마사를큰길에서부터밭으로옮겼으나거기

이르는자도다멈추어서는것을보고옷을그위에덮

으니라 13아마사를큰길에서옮겨가매사람들이다

요압을따라비그리의아들세바를쫓아가니라 14요압

이이스라엘모든지파가운데두루행하여아벨과벧

마아가와베림온땅에이르니그무리도다모여저를

따르더라 15이에저희가벧마아가아벨로가서세바를

에우고그성읍을향하여해자언덕위에토성을쌓고

요압과함께한모든백성이성벽을쳐서헐고자하더

니 16그성에서지혜로운여인하나가외쳐가로되 `들

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너희는요압에게이르

기를이리로가까이오라내가네게말려하노라한다'

하라 17요압이그여인에게가까이가니여인이가로

되 `당신이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여인

이저에게이르되 `여종의말을들으소서'대답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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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들으리라' 18여인이말하여가로되 `옛사람들

이흔히말하기를아벨에가서물을것이라하고그일

을끝내었나이다 19나는이스라엘의화평하고충성된

자중하나이어늘당신이이스라엘가운데어미같은

성을멸하고자하시는도다어찌하여당신이여호와의

기업을삼키고자하시나이까' 20요압이대답하여가로

되 `결단코그렇지아니하다결단코그렇지아니하다

삼키거나멸하거나하려함이아니니 21그일이그러한

것이아니니라에브라임산지사람비그리의아들세

바라하는자가손을들어왕다윗을대적하였나니너

희가저만내어주면내가이성읍에서떠나가리라' 여

인이요압에게이르되 `저의머리를성읍에서당신에

게내어던지리이다' 하고 22이에여인이그지혜로모

든백성에게말하매저희가비그리의아들세바의머

리를베어요압에게던진지라이에요압이나팔을불

매무리가흩어져성읍에서물러나서각기장막으로

돌아가고요압은예루살렘으로돌아와서왕에게나아

가니라 23요압은이스라엘온군대의장관이되고여

호야다의아들브나야는그렛사람과블렛사람의장

관이되고 24아도니람은감역관이되고, 아힐룻의아

들여호사밧은사관이되고 25스와는서기관이되고,

사독과아비아달은제사장이되고 26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대신이되니라

21다윗의시대에년부년삼년기근이있으므로다윗

이여호와앞에간구하매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는

사울과피를흘린그집을인함이니저가기브온사람

을죽였음이니라하시니라 2기브온사람은이스라엘

족속이아니요아모리사람중에서남은자라이스라

엘족속들이전에저희에게맹세하였거늘사울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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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과유다족속을위하여열심이있으므로저희죽

이기를꾀하였더라이에왕이기브온사람을불러물

으니라 3다윗이저희에게묻되 `내가너희를위하여

어떻게하랴내가어떻게속죄하여야너희가여호와의

기업을위하여복을빌겠느냐' 4기브온사람이대답하

되 `사울과그집과우리사이의일은은금에있지아니

하오나이스라엘가운데서사람을죽이는일은우리에

게있지아니하니이다'왕이가로되 `너희의말하는대

로시행하리라' 5저희가왕께고하되 `우리를학살하

였고또우리를멸하여이스라엘경내에머물지못하

게하려고모해한사람의 6자손일곱을내어주소서

여호와의빼신사울의고을기브아에서우리가저희를

여호와앞에서목매어달겠나이다'왕이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하니라 7그러나다윗과사울의아들요

나단사이에서로여호와를가리켜맹세한것이있으

므로왕이사울의손자요나단의아들므비보셋은아

끼고 8이에아야의딸리스바에게서난자곧사울의

두아들알모니와므비보셋과사울의딸메랍에게서

난자곧므홀랏사람바실래의아들아드리엘의다섯

아들을잡고 9저희를기브온사람의손에붙이니기브

온사람이저희를산위에서여호와앞에목매어달매

저희일곱사람이함께죽으니죽은때는곡식베는처

음날곧보리베기시작하는때더라 10아야의딸리스

바가굵은베를가져다가자기를위하여반석위에펴

고곡식베기시작할때부터하늘에서비가시체에쏟

아지기까지그시체에낮에는공중의새가앉지못하

게하고밤에는들짐승이범하지못하게한지라 11이

에아야의딸사울의첩리스바의행한일이다윗에게

들리매 12다윗이가서사울의뼈와그아들요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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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길르앗야베스사람에게서취하니이는전에블

레셋사람이사울을길보아에서죽여벳산거리에매어

단것을저희가가만히가져온것이라 13다윗이그곳

에서사울의뼈와그아들요나단의뼈를가지고올라

오매사람들이그달려죽은자들의뼈를거두어다가

14사울과그아들요나단의뼈와함께베냐민땅셀라

에서그아비기스의묘에장사하되모두왕의명대로

좇아행하니라그후에야하나님이그땅을위하여기

도를들으시니라 15블레셋사람이다시이스라엘을치

거늘다윗이그신복들과함께내려가서블레셋사람

과싸우더니다윗이피곤하매 16장대한자의아들중

에삼백세겔중되는놋창을들고새칼을찬이스비브

놉이다윗을죽이려하므로 17스루야의아들아비새가

다윗을도와그블레셋사람을쳐죽이니다윗의종자

들이다윗에게맹세하여가로되 `왕은다시우리와함

께전장에나가지마옵소서이스라엘의등불이꺼지지

말게하옵소서'하니라 18그후에다시블레셋사람과

곱에서전쟁할때에후사사람십브개가장대한자의

아들중에삽을쳐죽였고 19또다시블레셋사람과곱

에서전쟁할때에베들레헴사람야레오르김의아들

엘하난이가드골리앗의아우라흐미를죽였는데그

자의창자루는베틀채같았더라 20또가드에서전쟁

할때에그곳에키큰자하나는매(每)손과매(每)발에

가락이여섯씩모두스물네가락이있는데저도장대

한자의소생이라 21저가이스라엘사람을능욕하므로

다윗의형삼마의아들요나단이저를죽이니라 22이

네사람가드의장대한자의소생이다윗의손과그신

복의손에다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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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여호와께서다윗을모든대적의손과사울의손에

서구원하신그날에다윗이이노래의말씀으로여호

와께아뢰어 2가로되여호와는나의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건지시는자시요, 3나의하나님이시요

,나의피할바위시요,나의방패시요,나의구원의뿔

이시요, 나의높은망대시요, 나의피난처시요, 나의구

원자시라! 나를흉악에서구원하셨도다 4내가찬송받

으실여호와께아뢰리니내원수들에게서구원을얻으

리로다 5사망의물결이나를에우고불의의창수가나

를두렵게하였으며 6음부의줄이나를두르고사망의

올무가내게이르렀도다 (Sheol h7585) 7내가환난중에서

여호와께아뢰며나의하나님께아뢰었더니저가그

전에서내소리를들으심이여나의부르짖음이그귀

에들렸도다 8이에땅이진동하고떨며하늘기초가

요동하고흔들렸으니그의진노를인함이로다 9그코

에서연기가오르고입에서불이나와사름이여그불

에숯이피었도다 10저가또하늘을드리우고강림하

시니그발아래는어둑캄캄하도다 11그룹을타고날

으심이여! 바람날개위에나타나셨도다 12저가흑암

곧모인물과공중의빽빽한구름으로둘린장막을삼

으심이여! 13그앞에있는광채로인하여숯불이피었

도다 14여호와께서하늘에서뇌성을발하시며지존하

신자가음성을내심이여! 15살을날려저희를흩으시

며번개로파하셨도다 16이럴때에여호와의꾸지람과

콧김을인하여물밑이드러나고땅의기초가나타났

도다 17저가위에서보내사나를취하심이여많은물

에서나를건져내셨도다 18나를강한원수와미워하는

자에게서건지셨음이여! 저희는나보다힘센연고로다

19저희가나의재앙의날에내게이르렀으나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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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의의지가되셨도다 20나를또넓은곳으로인도

하시고나를기뻐하시므로구원하셨도다 21여호와께

서내의를따라상주시며내손의깨끗함을좇아갚으

셨으니 22이는내가여호와의도를지키고악을행하

여내하나님을떠나지아니하였으며 23그모든규례

를내앞에두고그율례를버리지아니하였음이로다

24내가또그앞에완전하여스스로지켜죄악을피하

였나니 25그러므로여호와께서내의대로, 그목전에

내깨끗한대로내게갚으셨도다 26자비한자에게는

주의자비하심을나타내시며완전한자에게는주의완

전하심을보이시며 27깨끗한자에게는주의깨끗하심

을보이시며사특한자에게는주의거스리심을보이시

리이다 28주께서곤고한백성은구원하시고교만한자

를살피사낮추시리이다 29여호와여, 주는나의등불

이시니여호와께서나의흑암을밝히시리이다 30내가

주를의뢰하고적군에달리며내하나님을의지하고

성벽을뛰어넘나이다 31하나님의도는완전하고여호

와의말씀은정미하니저는자기에게피하는모든자

에게방패시로다 32여호와외에누가하나님이며우리

하나님외에누가바위뇨 33하나님은나의견고한요

새시며나를온전한곳으로인도하시며 34나의발로

암사슴발같게하시며나를나의높은곳에세우시며

35내손을가르쳐싸우게하시니내팔이놋활을당기

도다 36주께서또주의구원의방패를내게주시며주

의온유함이나를크게하셨나이다 37내걸음을넓게

하셨고나로실족지않게하셨나이다 38내가내원수

를따라멸하였사오며저희를무찌르기전에는돌이키

지아니하였나이다 39내가저희를무찔러파하였더니

저희가내발아래엎드러지고능히일어나지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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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40이는주께서나로전쟁케하려고능력으로

내게띠띠우사일어나나를치는자로내게굴복케하

셨사오며 41주께서또내원수들로등을내게로향하

게하시고나로나를미워하는자를끊어버리게하셨

음이니이다 42저희가둘러보아도구원할자가없었고

여호와께부르짖어도대답지아니하셨나이다 43내가

저희를땅의티끌같이부스러뜨리고거리의진흙같이

밟아헤쳤나이다 44주께서또나를내백성의다툼에

서건지시고나를보존하사열방의으뜸을삼으셨으니

내가알지못하는백성이나를섬기리이다 45이방인들

이내게굴복함이여! 저희가내풍성을듣고곧순복하

리로다 46이방인들이쇠미하여그견고한곳에서떨며

나오리로다 47여호와는생존하시니나의바위를찬송

하며내구원의바위이신하나님을높일지로다! 48이

하나님이나를위하여보수하시고민족들로내게복종

케하시며 49나를원수들에게서나오게하시며나를

대적하는자위에나를드시고나를강포한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50이러므로여호와여내가열방중에서

주께감사하며주의이름을찬양하리이다! 51여호와께

서그왕에게큰구원을주시며기름부음받은자에게

인자를베푸심이여! 영원토록다윗과그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3이는다윗의마지막말이라이새의아들다윗이말

함이여높이올리운자, 야곱의하나님에게기름부음

받은자이스라엘의노래잘하는자가말하도다 2여호

와의신이나를빙자하여말씀하심이여그말씀이내

혀에있도다 3이스라엘의하나님이말씀하시며이스

라엘의바위가내게이르시기를사람을공의로다스리

는자, 하나님을경외함으로다스리는자여! 4저는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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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해아침빛같고구름없는아침같고비후의광선

으로땅에서움이돋는새풀같으니라하시도다 5내

집이하나님앞에이같지아니하냐하나님이나로더

불어영원한언약을세우사만사에구비하고견고케

하셨으니나의모든구원과나의모든소원을어찌이

루지아니하시랴 6그러나사악한자는다내어버리울

가시나무같으니이는손으로잡을수없음이로다 7그

것들을만지는자는철과창자루를가져야하리니그

것들이당장에불사르이리로다하니라 8다윗의용사

들의이름이이러하니라다그몬사람요셉밧세벳이라

고도하고에센사람아디노라고도하는자는군장의

두목이라저가한때에팔백인을쳐죽였더라 9그다

음은아호아사람도대의아들엘르아살이니다윗과

함께한세용사중에하나이라블레셋사람이싸우려

고모이매이스라엘사람들이물러간지라세용사가

싸움을돋우고 10저가나가서손이피곤하여칼에붙

기까지블레셋사람을치니라그날에여호와께서크

게이기게하셨으므로백성들은돌아와서저의뒤를

따라가며노략할뿐이었더라 11그다음은하랄사람

아게의아들삼마라블레셋사람이떼를지어녹두나

무가가득한밭에모이매백성들은블레셋사람앞에

서도망하되 12저는그밭가운데서서막아블레셋사

람을친지라여호와께서큰구원을이루시니라 13또

삼십두목중세사람이곡식벨때에아둘람굴에이르

러다윗에게나아갔는데때에블레셋사람의떼가르

바임골짜기에진쳤더라 14그때에다윗은산성에있

고블레셋사람의영채는베들레헴에있는지라 15다윗

이사모하여가로되 `베들레헴성문곁우물물을누가

나로마시게할꼬' 하매 16세용사가블레셋사람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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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충돌하고지나가서베들레헴성문곁우물물을

길어가지고다윗에게로왔으나다윗이마시기를기뻐

아니하고그물을여호와께부어드리며 17가로되 `여

호와여, 내가결단코이런일을하지아니하리이다이

는생명을돌아보지아니하고갔던사람들의피니이다

' 하고마시기를즐겨아니하니라세용사가이런일을

행하였더라 18또스루야의아들요압의아우아비새니

저는그삼인의두목이라저가창을들어삼백인을죽

이고그삼인중에이름을얻었으니 19저는삼인중에

가장존귀한자가아니냐저가저희의두목이되었으

나그러나첫삼인에게는미치지못하였더라 20또갑

스엘용사의손자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니저는효

용한일을행한자라일찌기모압아리엘의아들둘을

죽였고또눈올때에함정에내려가서한사자를죽였

으며 21또장대한애굽사람을죽였는데그의손에창

이있어도저가막대를가지고내려가서그애굽사람

의손에서창을빼앗아그창으로죽였더라 22여호야

다의아들브나야가이런일을행하였으므로세용사

중에이름을얻고 23삼십인보다존귀하나그러나첫

삼인에게는미치지못하였더라다윗이저를세워시위

대장관을삼았더라 24요압의아우아사헬은삼십인중

에하나요또베들레헴도도의아들엘하난과 25하롯

사람삼훗과, 하롯사람엘리가와 26발디사람헬레스

와, 드고아사람익게스의아들이라와 27아나돗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므분내와 28아호아사람살몬

과, 느도바사람마하래와 29느도바사람바아나의아

들헬렙과, 베냐민자손에속한기브아사람리배의아

들잇대와 30비라돈사람브나야와, 가아스시냇가에

사는힛대와 31아르바사람아비알본과, 바르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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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마웹과 32사알본사람엘리아바와, 야센의아들

요나단과 33하랄사람삼마와, 아랄사람사랄의아들

아히암과 34마아가사람의손자아하스배의아들엘리

벨렛과, 길로사람아히도벨의아들엘리암과 35갈멜

사람헤스래와, 아랍사람바아래와 36소바나단의아

들이갈과,갓사람바니와 37암몬사람셀렉과,스루야

의아들요압의병기잡은자브에롯사람나하래와 38

이델사람이라와, 이델사람가렙과 39헷사람우리아

라이상도합이삼십칠인이었더라

24여호와께서다시이스라엘을향하여진노하사저

희를치시려고다윗을감동시키사가서이스라엘과유

다의인구를조사하라하신지라 2왕이이에그곁에

있는군대장관요압에게이르되 `너는이스라엘모든

지파가운데로다니며단에서부터브엘세바까지인구

를조사하여그도수를내게알게하라' 3요압이왕께

고하되 `이백성은얼마든지왕의하나님여호와께서

백배나더하게하사내주왕의눈으로보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그런데내주왕은어찌하여이런일을기

뻐하시나이까' 하되 4왕의명령이요압과군대장관들

을재촉한지라요압과장관들이이스라엘인구를조사

하려고왕의앞에서물러나서 5요단을건너갓골짜기

가운데성읍아로엘우편곧야셀맞은편에이르러장

막을치고 6길르앗에이르고닷딤홋시땅에이르고또

다냐안에이르러서는시돈으로돌아서 7두로견고한

성에이르고히위사람과가나안사람의모든성읍에

이르고유다남편으로나와서브엘세바에이르니라 8

저희무리가국중을두루돌아아홉달스무날만에예

루살렘에이르러 9요압이인구도수를왕께고하니곧

이스라엘에서칼을빼는담대한자가팔십만이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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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람이오십만이었더라 10다윗이인구수를조사한

후에그마음에자책하고여호와께아뢰되 `내가이일

을행함으로큰죄를범하였나이다여호와여, 이제간

구하옵나니종의죄를사하여주옵소서내가심히미

련하게행하였나이다'하니라 11다윗이아침에일어날

때에여호와의말씀이다윗의선견자된선지자갓에

게임하여가라사대 12가서다윗에게말하기를여호와

의말씀에내가네게세가지를보이노니너는그중에

서하나를택하라!내가그것을네게행하리라하셨다

하라 13갓이다윗에게이르러고하여가로되 `왕의땅

에칠년기근이있을것이니이까혹시왕이왕의대적

에게쫓겨석달을그앞에서도망하실것이니이까혹

시왕의땅에삼일동안온역이있을것이니이까왕은

생각하여보고나를보내신이에게대답하게하소서'

14다윗이갓에게이르되 `내가곤경에있도다여호와

께서는긍휼이크시니우리가여호와의손에빠지고

내가사람의손에빠지지않기를원하노라' 15이에여

호와께서그아침부터정하신때까지온역을이스라엘

에게내리시니단부터브엘세바까지백성의죽은자가

칠만인이라 16천사가예루살렘을향하여그손을들어

멸하려하더니여호와께서이재앙내림을뉘우치사

백성을멸하는천사에게이르시되족하다이제는네

손을거두라!하시니때에여호와의사자가여부스사

람아라우나의타작마당곁에있는지라 17다윗이백

성을치는천사를보고곧여호와께아뢰어가로되 `나

는범죄하였고악을행하였삽거니와이양무리는무엇

을행하였나이까청컨대주의손으로나와내아비의

집을치소서'하니라 18이날에갓이다윗에게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여부스사람아라우나의타작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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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으소서'하매 19다윗이여

호와의명하신바갓의말대로올라가니라 20아라우나

가바라보다가왕과그신복들이자기를향하여옴을

보고나가서왕의앞에서얼굴을땅에대고절하며 21

가로되 `어찌하여내주왕께서종에게임하시나이까'

다윗이가로되 `네게서타작마당을사서여호와께단

을쌓아백성에게내리는재앙을그치게하려함이로

라' 22아라우나가다윗에게고하되 `원컨대내주왕은

좋게여기시는대로취하여드리소서번제에대하여는

소가있고땔나무에대하여는마당질하는제구와소

의멍에가있나이다 23왕이여! 아라우나가이것을다

왕께드리나이다'하고또왕께고하되 `왕의하나님여

호와께서왕을기쁘게받으시기를원하나이다' 24왕이

아라우나에게이르되 `그렇지아니하다내가값을주

고네게서사리라값없이는내하나님여호와께번제

를드리지아니하리라' 하고은오십세겔로타작마당

과소를사고 25그곳에서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고

번제와화목제를드렸더니이에여호와께서그땅을

위하여기도를들으시매이스라엘에게내리는재앙이

그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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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다윗왕이나이많아늙으니이불을덮어도따뜻하

지아니한지라 2그신복들이왕께고하되 `우리주왕

을위하여젊은처녀하나를구하여저로왕을모셔봉

양하고왕의품에누워우리주왕으로따뜻하시게하

리이다'하고 3이스라엘사방경내에아리따운동녀

(童女)를 구하다가수넴여자아비삭을얻어왕께데려

왔으니 4이동녀는심히아리따운자라저가왕을봉

양하며수종하였으나왕이더불어동침하지아니하였

더라 5때에학깃의아들아도니야가스스로높여서이

르기를 `내가왕이되리라'하고자기를위하여병거와

기병과전배오십인을예비하니 6저는압살롬의다음

에난자요체용이심히준수한자라그부친이네가어

찌하여그리하였느냐하는말로한번도저를섭섭하게

한일이없었더라 7아도니야가스루야의아들요압과

제사장아비아달과모의하니저희가좇아도우나 8제

사장사독과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와선지자나단과

시므이와레이와다윗에게속한용사들은아도니야와

같이하지아니하였더라 9아도니야가에느로겔근방

소헬렛돌곁에서양과소와살찐송아지를잡고왕자

곧자기의모든동생과왕의신복유다모든사람을다

청하였으나 10선지자나단과브나야와용사들과자기

동생솔로몬은청하지아니하였더라 11나단이솔로몬

의모친밧세바에게고하여가로되 `학깃의아들아도

니야가왕이됨을듣지못하였나이까?우리주다윗은

알지못하시나이다 12이제나로당신의생명과당신의

아들솔로몬의생명구원할계교베풀기를허락하소서

13당신은다윗왕앞에들어가서고하기를내주왕이

여!전에왕이계집종에게맹세하여이르시기를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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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솔로몬이정녕나를이어왕이되어내위에앉으리

라하지아니하셨나이까?그런데아도니야가무슨연

고로왕이되었나이까하소서 14당신이거기서왕과

말씀할때에나도이어들어가서당신의말씀을증거

하리이다' 15밧세바가몸을굽혀왕께절하니왕이이

르되 `어찜이냐?' 16저가왕께대답하되 `내주여! 왕이

전에왕의하나님여호와를가리켜계집종에게맹세하

시기를네아들솔로몬이정녕나를이어왕이되어내

위에앉으리라하셨거늘 17이제아도니야가왕이되었

어도내주왕은알지못하시나이다 18저가수소와살

진송아지와양을많이잡고왕의모든아들과제사장

아비아달과군대장관요압을청하였으나왕의종솔로

몬은청치아니하였나이다 19내주왕이여! 온이스라

엘이왕에게다주목하고누가내주왕을이어그위에

앉을것을반포하시기를기다리나이다 20그렇지아니

하면내주왕께서그열조와함께잘때에나와내아

들솔로몬은죄인이되리이다' 21밧세바가왕과말씀

할때에선지자나단이들어온지라 22혹이왕께고하

여가로되 `선지자나단이여기있나이다'하니저가왕

앞에들어와서얼굴을땅에대어왕께절하고 23가로

되 `내주왕께서이르시기를아도니야가나를이어왕

이되어내위에앉으리라하셨나이까? 24저가오늘내

려가서수소와살진송아지와양을많이잡고왕의모

든아들과군대장관들과제사장아비아달을청하였는

데저희가아도니야앞에서먹고마시며아도니야왕

만세를불렀나이다 25그러나왕의종나와제사장사

독과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와왕의종솔로몬은청

치아니하였사오니 26이것이내주왕의하신일이니

이까?그런데왕께서내주왕을이어그위에앉을자



열왕기상 663

를종에게알게하지아니하셨나이다' 27다윗왕이명

하여가로되 `밧세바를내앞으로부르라'하매저가왕

의앞으로들어와그앞에서는지라 28왕이가로되 `내

생명을모든환난에서구원하신여호와의사심을가리

켜맹세하노라 29내가이전에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

를가리켜네게맹세하여이르기를네아들솔로몬이

정녕나를이어왕이되고나를대신하여내위에앉으

리라하였으니내가오늘날그대로행하리라` 30밧세

바가얼굴을땅에대어절하며 `내주다윗왕은만세수

를하옵소서' 하니라 31다윗왕이가로되 `제사장사독

과선지자나단과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를내앞으

로부르라' 하니저희가왕앞에이른지라 32왕이저희

에게이르되 `너희는너희주의신복들을데리고내아

들솔로몬을나의노새에태우고기혼으로인도하여

내려가고 33거기서제사장사독과선지자나단은저에

게기름을부어이스라엘왕을삼고너희는양각을불

며솔로몬왕만세를부르고 34저를따라올라오라저

가와서내위에앉아나를대신하여왕이되리라내가

저를세워이스라엘과유다의주권자가되게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35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가왕께대

답하여가로되 `아멘, 내주왕의하나님여호와께서도

이렇게말씀하시기를원하오며 36또여호와께서내주

왕과함께계심같이솔로몬과함께계셔서그위를내

주다윗왕의위보다더크게하시기를원하나이다'하

니라 37제사장사독과선지자나단과여호야다의아들

브나야와그렛사람과블렛사람이내려가서솔로몬을

다윗왕의노새에태우고인도하여기혼으로가서 38

제사장사독이성막가운데서기름뿔을가져다가솔

로몬에게기름을부으니이에양각을불고모든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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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로몬왕만세를부르니라 39모든백성이왕을따

라올라와서피리를불며크게즐거워하므로땅이저

희소리로인하여갈라질듯하니 40아도니야와저와

함께한손들이먹기를마칠때에다들은지라요압이

양각소리를듣고가로되 `성중에서소리가어찌하여

요란하뇨' 41말할때에제사장아비아달의아들요나

단이오는지라아도니야가가로되 `들어오라너는용

사라아름다운소식을가져오는도다' 42요나단이아도

니야에게대답하여가로되 `과연우리주다윗왕이솔

로몬으로왕을삼으셨나이다 43왕께서제사장사독과

선지자나단과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와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솔로몬과함께보내셨는데저희무리가

왕의노새에솔로몬을태워다가 44제사장사독과선지

자나단이기혼에서기름을부어왕을삼고무리가그

곳에서올라오며즐거워하므로성중이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들린소리가이것이라' 45솔로몬이나라

위에앉았고 46또왕의신복들이와서우리주다윗왕

에게축복하여이르기를왕의하나님이솔로몬의이름

을왕의이름보다아름답게하시고그위를왕의위보

다크게하시기를원하나이다하매왕이침상에서몸

을굽히고 47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

를찬송하리로다!여호와께서오늘날내위에앉을자

를주사나로목도하게하셨도다하셨나이다'하니 48

아도니야와함께한손들이다놀라일어나각기갈길

로간지라 49아도니야도솔로몬을두려워하여일어나

가서제단뿔을잡으니 50혹이솔로몬에게고하여가

로되 `아도니야가솔로몬왕을두려워하여지금제단

뿔을잡고말하기를솔로몬왕이오늘날칼로자기종

을죽이지않겠다고내게맹세하기를원한다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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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솔로몬이가로되 `저가만일선한사람이될진대

그머리카락하나라도땅에떨어지지아니하려니와저

의가운데악한것이보이면죽으리라'하고 52사람을

보내어저를제단에서이끌어내리니저가와서솔로

몬왕께절하매솔로몬이이르기를 `네집으로가라'하

였더라

2다윗이죽을날이임박하매그아들솔로몬에게명

하여가로되 2내가이제세상모든사람의가는길로

가게되었노니너는힘써대장부가되고 3네하나님

여호와의명을지켜그길로행하여그법률과계명과

율례와증거를모세의율법에기록된대로지키라! 그

리하면네가무릇무엇을하든지어디로가든지형통

할지라! 4여호와께서내일에대하여말씀하시기를만

일네자손이그길을삼가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

여진실히내앞에서행하면이스라엘왕위에오를사

람이네게서끊어지지아니하리라하신말씀을확실히

이루게하시리라 5스루야의아들요압이내게행한일

곧이스라엘군대의두장관넬의아들아브넬과예델

의아들아마사에게행한일을네가알거니와저가저

희를죽여태평시대에전쟁의피를흘리고전쟁의피

로자기의허리에띤띠와발에신은신에묻혔으니 6

네지혜대로행하여그백발로평안히음부에내려가

지못하게하라 (Sheol h7585) 7마땅히길르앗바실래의

아들들에게은총을베풀어저희로네상에서먹는자

중에참예하게하라내가네형압살롬의낯을피하여

도망할때에저희가내게나아왔었느니라 8바후림베

냐민사람게라의아들시므이가너와함께있나니저

는내가마하나임으로갈때에독한말로나를저주하

였느니라그러나저가요단에내려와서나를영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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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내가여호와를가리켜맹세하여이르기를내가칼

로너를죽이지아니하리라하였노라 9그러나저를무

죄한자로여기지말지어다너는지혜있는사람인즉

저에게행할일을알지니그백발의피를흘려저로음

부에내려가게하라 (Sheol h7585) 10다윗이그열조와함

께누워자서다윗성에장사되니 11다윗이이스라엘

왕이된지사십년이라헤브론에서칠년을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삼십삼년을치리하였더라 12솔로몬이

그아비다윗의위에앉으니그나라가심히견고하니

라 13학깃의아들아도니야가솔로몬의모친밧세바에

게나아온지라밧세바가이르되 `네가화평한목적으

로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목적이니이다' 14또가로

되 `내가말씀할일이있나이다' 밧세바가가로되 `말

하라' 15저가가로되 `당신도아시는바여니와이왕위

는내것이었고온이스라엘은다얼굴을내게로향하

여왕을삼으려하였는데그왕위가돌이켜내아우의

것이되었음은여호와께로말미암음이니이다 16이제

내가한가지소원을당신에게구하오니내얼굴을괄

시하지마옵소서' 밧세바가가로되 `말하라' 17가로되

`청컨대솔로몬왕에게말씀하여저로수넴여자아비

삭을내게주어아내를삼게하소서왕이당신의얼굴

을괄시치아니하리이다' 18밧세바가가로되 `좋다내

가너를위하여왕께말하리라' 19밧세바가이에아도

니야를위하여말하려고솔로몬왕에게이르니왕이

일어나영접하여절한후에다시위에앉고그모친을

위하여자리를베풀게하고그우편에앉게하는지라

20밧세바가이르되 `내가한가지작은일로왕께구하

오니내얼굴을괄시하지마소서'왕이대답하되 `내어

머니여구하시옵소서내가어머니의얼굴을괄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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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리이다' 21가로되 `청컨대수넴여자아비삭을

아도니야에게주어아내를삼게하소서' 22솔로몬왕

이그모친에게대답하여가로되 `어찌하여아도니야

를위하여수넴여자아비삭을구하시나이까?저는나

의형이오니저를위하여왕위도구하옵소서저뿐아

니라제사장아비아달과스루야의아들요압도위하여

구하옵소서'하고 23여호와를가리켜맹세하여가로되

`아도니야가이런말을하였은즉그생명을잃지아니

하면하나님은내게벌위에벌을내리심이마땅하니

이다 24나를세워내부친다윗의위에오르게하시고

허락하신말씀대로나를위하여집을세우신여호와의

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아도니야는오늘날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를보내매

저가아도니야를쳐서죽였더라 26왕이제사장아비아

달에게이르되 `네고향아나돗으로가라너는마땅히

죽을자로되네가내부친다윗앞에서주여호와의궤

를메었고또내부친이모든환난을받을때에너도환

난을받았은즉내가오늘날너를죽이지아니하노라'

하고 27아비아달을쫓아내어여호와의제사장직분을

파면하니여호와께서실로에서엘리의집에대하여하

신말씀을응하게함이더라 28그소문이요압에게들

리매저가여호와의장막으로도망하여단뿔을잡으

니이는저가다윗을떠나압살롬을좇지아니하였으

나아도니야를좇았음이더라 29혹이솔로몬왕에게고

하되 `요압이여호와의장막으로도망하여단곁에있

나이다'솔로몬이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를보내며

가로되 `너는가서저를치라' 30브나야가여호와의장

막에이르러저에게이르되 `왕께서나오라하시느니

라' 저가대답하되 `아니라내가여기서죽겠노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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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가돌아가서왕께고하여가로되 `요압이이리이

리내게대답하더이다' 31왕이이르되 `저의말과같이

하여저를죽여묻으라요압이까닭없이흘린피를나

와내부친의집에서네가제하리라' 32여호와께서요

압의피를그머리로돌려보내실것은저가자기보다

의롭고선한두사람을쳤음이니곧이스라엘군대장

관넬의아들아브넬과유다군대장관예델의아들아

마사를칼로죽였음이라이일을내부친다윗은알지

못하셨나니 33저희의피는영영히요압의머리와그

자손의머리로돌아갈지라도다윗과그자손과그집

과그위에는여호와께로말미암은평강이영원히있

으리라' 34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가곧올라가서저

를쳐죽이매저가거친땅에있는자기의집에매장되

니라 35왕이이에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로요압을

대신하여군대장관을삼고또제사장사독으로아비

아달을대신하게하니라 36왕이보내어시므이를불러

서이르되 `너는예루살렘에서너를위하여집을짓고

거기서살고어디든지나가지말라 37너는분명히알

라네가나가서기드론시내를건너는날에는정녕죽

임을당하리니네피가네머리로돌아가리라` 38시므

이가왕께대답하되 `이말씀이좋사오니내주왕의말

씀대로종이그리하겠나이다'하고이에날이오래도

록예루살렘에머무니라 39삼년후에시므이의두종

이가드왕마아가의아들아기스에게로도망하여간

지라혹이시므이에게고하여가로되 `당신의종이가

드에있나이다' 40시므이가그종을찾으려고일어나

그나귀에안장을지우고가드로가서아기스에게나

아가그종을가드에서데려왔더니 41시므이가예루살

렘에서부터가드에갔다가돌아온일을혹이솔로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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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고한지라 42왕이사람을보내어시므이를불러서

이르되 `내가너로여호와를가리켜맹세하게하고경

계하여이르기를너는분명히알라네가밖으로나가

서어디든지가는날에는죽임을당하리라하지아니

하였느냐너도내게말하기를내가들은말씀이좋으

니이다하였거늘 43네가어찌하여여호와를가리켜한

맹세와내가네게이른명령을지키지아니하였느냐?'

네가어찌하여여호와를가리켜한맹세와내가네게

이른명령을지키지아니하였느냐?' 44왕이또시므이

에게이르되 `네가무릇네마음의아는모든악곧내

부친에게행한바를네가스스로아나니여호와께서

네악을네머리로돌려보내시리라 45그러나솔로몬

왕은복을받고다윗의위는영원히여호와앞에서견

고히서리라' 하고 46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에게명

하매저가나가서시므이를쳐서죽게한지라이에나

라가솔로몬의손에견고하여지니라

3솔로몬이애굽왕바로로더불어인연을맺어그딸

을취하고데려다가다윗성에두고자기의궁과여호

와의전과예루살렘주위의성이필역되기를기다리니

라 2그때까지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을아직건

축하지아니하였으므로백성들이산당에서제사하며

3솔로몬이여호와를사랑하고그부친다윗의법도를

행하되오히려산당에서제사하며분향하더라 4이에

왕이제사하러기브온으로가니거기는산당이큼이라

솔로몬이그단에일천번제를드렸더니 5기브온에서

밤에여호와께서솔로몬의꿈에나타나시니라하나님

이이르시되내가네게무엇을줄꼬?너는구하라 6솔

로몬이가로되 `주의종내아비다윗이성실과공의와

정직한마음으로주와함께주의앞에서행하므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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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저에게큰은혜를베푸셨고주께서또저를위하

여이큰은혜를예비하시고오늘날과같이저의위에

앉을아들을저에게주셨나이다 7나의하나님여호와

여, 주께서종으로종의아비다윗을대신하여왕이되

게하셨사오나종은작은아이라출입할줄을알지못

하고 8주의빼신백성가운데있나이다저희는큰백

성이라수효가많아서셀수도없고기록할수도없사

오니 9누가주의이많은백성을재판할수있사오리

이까지혜로운마음을종에게주사주의백성을재판

하여선악을분별하게하옵소서' 10솔로몬이이것을

구하매그말씀이주의마음에맞은지라 11이에하나

님이저에게이르시되네가이것을구하도다자기를

위하여수도구하지아니하며, 부도구하지아니하며,

자기의원수의생명멸하기도구하지아니하고오직

송사를듣고분별하는지혜를구하였은즉 12내가네

말대로하여네게지혜롭고총명한마음을주노니너

의전에도너와같은자가없었거니와너의후에도너

와같은자가일어남이없으리라 13내가또너의구하

지아니한부와영광도네게주노니네평생에열왕중

에너와같은자가없을것이라 14네가만일네아비다

윗의행함같이내길로행하며내법도와명령을지키

면내가또네날을길게하리라 15솔로몬이깨어보니

꿈이더라이에예루살렘에이르러여호와의언약궤앞

에서서번제와수은제를드리고모든신복을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6때에창기두계집이왕에게와서그

앞에서며 17한계집은말하되 `내주여! 나와이계집

이한집에서사는데내가저와함께집에있으며아이

를낳았더니 18나의해산한지삼일에이계집도해산

하고우리가함께있었고우리둘외에는집에다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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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없었나이다 19그런데밤에저계집이그아들위

에누우므로그아들이죽으니 20저가밤중에일어나

서계집종나의잠든사이에내아들을내곁에서가져

다가자기의품에뉘이고자기의죽은아들을내품에

뉘었나이다 21미명에내가내아들을젖먹이려고일

어나본즉죽었기로내가아침에자세히보니내가낳

은아들이아니더이다' 하매 22다른계집은이르되 `아

니라산것은내아들이요죽은것은네아들이라' 하고

이계집은이르되 `아니라죽은것이네아들이요산것

이내아들이라' 하매왕앞에서그와같이쟁론하는지

라 23왕이가로되 `이는말하기를산것은내아들이요

죽은것은네아들이라하고저는말하기를아니라죽

은것이네아들이요산것이내아들이라하는도다' 하

고 24또가로되 `칼을내게로가져오라`하니칼을왕

의앞으로가져온지라 25왕이이르되 `산아들을둘에

나눠반은이에게주고반은저에게주라' 26그산아들

의어미되는계집이그아들을위하여마음이불붙는

것같아서왕께아뢰어가로되 `청컨대내주여! 산아

들을저에게주시고아무쪼록죽이지마옵소서'하되

한계집은말하기를 `내것도되게말고네것도되게

말고나누게하라' 하는지라 27왕이대답하여가로되

`산아들을저계집에게주고결코죽이지말라저가그

어미니라' 하매 28온이스라엘이왕의심리하여판결

함을듣고왕을두려워하였으니이는하나님의지혜가

저의속에있어판결함을봄이더라

4솔로몬왕이온이스라엘의왕이되었고 2그의신하

들은이러하니라사독의아들아사리아는제사장이요

3시사의아들엘리호렙과, 아히야는서기관이요아힐

룻의아들여호사밧은사관이요 4여호야다의아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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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는군대장관이요, 사독과아비아달은제사장이요

5나단의아들아사리아는관리장이요, 나단의아들사

붓은대신이니왕의벗이요 6아히살은궁내대신이요,

압다의아들아도니람은감역관이더라 7솔로몬이또

온이스라엘위에열두관장을두매그사람들이왕과

왕실을위하여식물을예비하되각기일년에한달씩

식물을예비하였으니 8그이름은이러하니라에브라

임산지에는벤훌이요 9마가스와, 사알빔과, 벧세메스

와,엘론벧하난에는벤데겔이요 10아룹봇에는벤헤셋

이니소고와헤벨온땅을저가주관하였으며 11돌높

은땅온지방에는벤아비나답이니저는솔로몬의딸

다밧으로아내를삼았으며 12다아낙과, 므깃도와, 이

스르엘아래사르단가에있는벧소안온땅은아힐룻

의아들바아나가맡았으니벧소안에서부터아벨므홀

라에이르고욕느암바깥까지미쳤으며 13길르앗라못

에는벤게벨이니저는길르앗에있는므낫세의아들

야일의모든촌을주관하였고또바산아르곱땅의성

벽과놋빗장있는큰성읍육십을주관하였으며 14마

하나임에는잇도의아들아히나답이요 15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저는솔로몬의딸바스맛으로아내를삼

았으며 16아셀과아롯에는후새의아들바아나요 17

잇사갈에는바루아의아들여호사밧이요 18베냐민에

는엘라의아들시므이요 19아모리사람의왕시혼과

바산왕옥의나라길르앗땅에는우리의아들게벨이

니그땅에서는저한사람만관장이되었더라 20유다

와이스라엘의인구가바닷가의모래같이많게되매

먹고마시며즐거워하였으며 21솔로몬이하수에서부

터블레셋사람의땅에이르기까지와애굽지경에미치

기까지의모든나라를다스리므로그나라들이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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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쳐솔로몬의사는동안에섬겼더라 22솔로몬의일일

분식물은가는밀가루가삼십석이요,굵은밀가루가

육십석이요, 23살진소가열이요,초장의소가스물이

요,양이일백이며,그외에수사슴과,노루와,암사슴

과, 살진새들이었더라 24솔로몬이하수이편을딥사

에서부터가사까지모두다스리므로하수이편의모든

왕이다관할한바되매저가사방에둘린민족과평화

가있었으니 25솔로몬의사는동안에유다와이스라엘

이단에서부터브엘세바에이르기까지각기포도나무

아래와무화과나무아래서안연히살았더라 26솔로몬

의병거의말의외양간이사만이요, 마병이일만이천

이며 27그관장들은각각자기달에솔로몬왕과왕의

상에참여하는모든자를위하여먹을것을예비하여

부족함이없게하였으며 28또저희가각기직무를따

라말과준마에게먹일보리와꼴을그말의있는곳으

로가져왔더라 29하나님이솔로몬에게지혜와총명을

심히많이주시고또넓은마음을주시되바닷가의모

래같이하시니 30솔로몬의지혜가동양모든사람의

지혜와애굽의모든지혜보다뛰어난지라 31저는모든

사람보다지혜로와서예스라사람에단과,마홀의아

들헤만과갈골과, 다르다보다나으므로그이름이사

방모든나라에들렸더라 32저가잠언삼천을말하였

고그노래는일천다섯이며 33저가또초목을논하되

레바논백향목으로부터담에나는우슬초까지하고저

가또짐승과새와기어다니는것과물고기를논한지

라 34모든민족중에서솔로몬의지혜의소문을들은

천하모든왕중에서그지혜를들으러왔더라

5솔로몬이기름부음을받고그부친을이어왕이되

었다함을두로왕히람이듣고그신복을솔로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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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었으니이는히람이평일에다윗을사랑하였음이

라 2이에솔로몬이히람에게기별하여가로되 3 `당신

도알거니와내부친다윗이사방의전쟁으로인하여

전을건축하지못하고여호와께서그원수들을그발

바닥밑에두시기를기다렸나이다 4이제내하나님여

호와께서내게사방의태평을주시매대적도없고재

앙도없도다 5여호와께서내부친다윗에게하신말씀

에내가너를이어네위에오르게할네아들그가내

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리라하신대로내가내하

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려하오니 6

당신은영을내려나를위하여레바논에서백향목을

베어내게하소서나의종과당신의종이함께할것이

요또내가당신의모든말씀대로당신의종의삯을당

신에게붙이리이다당신도알거니와우리중에는시돈

사람처럼벌목을잘하는자가없나이다` 7히람이솔로

몬의말을듣고크게기뻐하여가로되 `오늘날여호와

를찬양할지로다! 저가다윗에게지혜로운아들을주

사그많은백성을다스리게하셨도다`하고 8이에솔

로몬에게기별하여가로되 `당신의기별하신말씀을

내가듣고내백향목재목과잣나무재목에대하여는

당신의바라시는대로할지라 9내종이레바논에서바

다로수운하겠고내가그것을바다에서떼로엮어당

신이지정하는곳으로보내고거기서그것을풀리니

당신은받으시고나의원을이루어서나의궁정을위

하여식물을주소서` 하고 10솔로몬의모든원대로백

향목재목과잣나무재목을주매 11솔로몬이히람에게

그궁정의식물로밀이만석과맑은기름이십석을주

고해마다그와같이주었더라 12여호와께서그말씀

대로솔로몬에게지혜를주시므로히람과솔로몬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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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두사람이함께약조를맺었더라 13이에솔로

몬왕이온이스라엘에서역군을불러일으키니그역

군의수가삼만이라 14솔로몬이저희들을한달에일

만인씩번갈아레바논으로보내매저희들이한달은

레바논에있고두달은집에있으며아도니람은감독이

되었고 15솔로몬에게또담군이칠만인이요산에서돌

을뜨는자가팔만인이며 16이외에그역사를동독하

는관리가삼천삼백인이라저희가일하는백성을거

느렸더라 17이에왕이영을내려크고귀한돌을떠다

가다듬어서전의기초석으로놓게하매 18솔로몬의

건축자와히람의건축자와그발사람이그돌을다듬

고전을건축하기위하여재목과돌들을갖추니라

6이스라엘자손이애굽땅에서나온지사백팔십년이

요솔로몬이이스라엘왕이된지사년시브월곧이월

에솔로몬이여호와를위하여전건축하기를시작하였

더라 2솔로몬왕이여호와를위하여건축한전은장이

육십규빗이요, 광이이십규빗이요, 고가삼십규빗이

며 3전의성소앞낭실의장은전의광과같이이십규

빗이요, 그광은전앞에서부터십규빗이며 4전을위

하여붙박이교창을내고 5또전의벽곧성소와지성

소의벽에연접하여돌아가며다락들을건축하되다락

마다돌아가며골방들을만들었으니 6하층다락의광

은다섯규빗이요, 중층다락의광은여섯규빗이요, 제

삼층다락의광은일곱규빗이라전의벽바깥으로돌

아가며턱을내어골방들보들로전의벽에박히지않

게하였으며 7이전은건축할때에돌을뜨는곳에서

치석하고가져다가건축하였으므로건축하는동안에

전속에서는방망이나도끼나모든철연장소리가들

리지아니하였으며 8중층골방의문은전오른편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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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나사모양사닥다리로말미암아하층에서중층에

오르고중층에서제삼층에오르게하였더라 9전의건

축이마치니라그전은백향목서까래와널판으로덮

었고 10또온전으로돌아가며고가다섯규빗되는다

락방을건축하되백향목들보로전에연접하게하였더

라 11여호와의말씀이솔로몬에게임하여가라사대 12

네가이제이전을건축하니네가만일내법도를따르

며내율례를행하며나의모든계명을지켜그대로행

하면내가네아비다윗에게한말을네게확실히이룰

것이요 13내가또한이스라엘자손가운데거하며내

백성이스라엘을버리지아니하리라하셨더라 14솔로

몬이전건축하기를마치고 15백향목널판으로전의

안벽곧전마루에서천장까지의벽에입히고또잣나

무널판으로전마루를놓고 16또전뒤편에서부터이

십규빗되는곳에마루에서천장까지백향목널판으

로가로막아전의내소곧지성소를만들었으며 17내

소앞에있는외소곧성소의장이사십규빗이며 18전

안에입힌백향목에는박과핀꽃을아로새겼고모두

백향목이라돌이보이지아니하며 19여호와의언약궤

를두기위하여전안에내소를예비하였는데 20그내

소의속이장이이십규빗이요, 광이이십규빗이요, 고

가이십규빗이라정금으로입혔고백향목단에도입

혔더라 21솔로몬이정금으로외소안에입히고내소

앞에금사슬로건너지르고내소를금으로입히고 22온

전을금으로입히기를마치고내소에속한단의전부

를금으로입혔더라 23내소안에감람목으로두그룹

을만들었는데그고가각각십규빗이라 24한그룹의

이날개는다섯규빗이요, 저날개도다섯규빗이니, 이

날개끝으로부터저날개끝까지십규빗이며 25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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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도십규빗이니그두그룹은한척수, 한모양이요

26이그룹의고가십규빗이요, 저그룹도일반이라 27

솔로몬이내소가운데그룹을두었으니그룹들의날개

가폐었는데이그룹의날개는이벽에닿았고, 저그룹

의날개는저벽에닿았으며두날개는전의중앙에서

서로닿았더라 28저가금으로그룹에입혔더라 29내

외소사면벽에는모두그룹들과종려와핀꽃형상을

아로새겼고 30내외전마루에는금으로입혔으며 31

내소에들어가는곳에는감람목으로문을만들었는데

그문인방과문설주는벽의오분지일이요 32감람목

으로만든그두문짝에그룹과종려와핀꽃을아로새

기고금으로입히되곧그룹들과종려에금으로입혔

더라 33또외소의문을위하여감람목으로문설주를

만들었으니곧벽의사분지일이며 34그두문짝은잣

나무라이문짝도두짝으로접게되었고저문짝도두

짝으로접게되었으며 35그문짝에그룹들과종려와

핀꽃을아로새기고금으로입히되그새긴데맞게하

였고 36또다듬은돌세켜와백향목두꺼운판자한켜

로둘러안뜰을만들었더라 37제사년시브월에여호

와의전기초를쌓았고 38제십일년불월곧팔월에그

설계와식양대로전이다필역되었으니솔로몬이전을

건축한동안이칠년이었더라

7솔로몬이자기의궁을십삼년동안건축하여그전

부를준공하니라 2저가레바논나무로궁을지었으니

장이일백규빗이요, 광이오십규빗이요, 고가삼십규

빗이라백향목기둥이네줄이요, 기둥위에백향목들

보가있으며 3기둥위에있는사십오개들보를백향목

으로덮었는데들보는한줄에열다섯이요 4또창틀이

세줄로있는데창과창이세층으로서로대하였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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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문과문설주를다큰나무로네모지게만들었는

데창과창이세층으로서로대하였으며 6또기둥을

세워낭실을지었으니장이오십규빗이요, 광이삼십

규빗이며또기둥앞에한낭실이있고또그앞에기둥

과섬돌이있으며 7또심판하기위하여보좌의낭실

곧재판하는낭실을짓고온마루를백향목으로덮었

고 8솔로몬의거처할궁은그낭실뒤다른뜰에있으

니그공작이일반이며솔로몬이또그장가든바로의

딸을위하여집을지었는데이낭실과같더라 9이집

들은안팎을모두귀하고다듬은돌로지었으니척수

대로톱으로켠것이라그기초석에서처마까지와외

면에서큰뜰에이르기까지다그러하니 10그기초석

인귀하고큰돌곧십규빗되는돌과여덟규빗되는

돌이라 11그위에는척수대로다듬은귀한돌도있고

백향목도있으며 12또큰뜰주위에는다듬은돌세켜

와백향목두꺼운판자한켜를놓았으니마치여호와

의전안뜰과낭실에놓은것같더라 13솔로몬왕이보

내어히람을두로에서데려오니 14저는납달리지파

과부의아들이요그아비는두로사람이니놋점장이

라이히람은모든놋일에지혜와총명과재능이구비

한자더니솔로몬왕에게와서그모든공작을하니라

15저가놋기둥둘을만들었으니그고는각각십팔규

빗이라, 각각십이규빗되는줄을두를만하며 16또놋

을녹여부어서기둥머리를만들어기둥꼭대기에두

었으니이머리의고도다섯규빗이요, 저머리의고도

다섯규빗이며 17기둥꼭대기에있는머리를위하여

바둑판모양으로얽은그물과사슬모양의땋은것을

만들었으니이머리에일곱이요,저머리에일곱이라

18기둥을이렇게만들었고또두줄석류를한그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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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둘러만들어서기둥꼭대기에있는머리에두르게

하였고다른기둥머리에도그렇게하였으며 19낭실

기둥꼭대기에있는머리의네규빗은백합화모양으

로만들었으며 20이두기둥머리에있는그물곁곧그

머리의공같이둥근곳으로돌아가며각기석류이백

이줄을지었더라 21이두기둥을전의낭실앞에세우

되우편의기둥을세우고그이름을야긴이라하고좌

편의기둥을세우고그이름을보아스라하였으며 22

그두기둥꼭대기에백합화형상이있더라두기둥의

공역이마치니라 23또바다를부어만들었으니그직

경이십규빗이요, 그모양이둥글며그고는다섯규빗

이요, 주위는삼십규빗줄을두를만하며 24그가장자

리아래에는돌아가며박이있는데매규빗에열개씩

있어서바다주위에둘렸으니그박은바다를부어만

들때에두줄로부어만들었으며 25그바다를열두소

가받쳤으니셋은북을향하였고, 셋은서를향하였고,

셋은남을향하였고, 셋은동을향하였으며, 바다를그

위에놓았고소의뒤는다안으로두었으며 26바다의

두께는한손넓이만하고그가는백합화의식양으로

잔가와같이만들었으니그바다에는이천밧을담겠

더라 27또놋으로받침열을만들었으니매받침의장

이네규빗이요,광이네규빗이요,고가세규빗이라

28그받침의제도는이러하니사면옆변죽가운데판

이있고 29변죽가운데판에는사자와소와그룹들이

있고또변죽위에는놓는자리가있고사자와소아래

에는화환모양이있으며 30그받침에각각네놋바퀴

와놋축이있고받침네발밑에는어깨같은것이있으

며그어깨같은것은물두멍밑편에부어만들었고화

환은각각그옆에있으며 31그받침위로들이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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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빗되게내민것이있고그면은직경한규빗반

되게반원형으로우묵하며그나머지면에는아로새긴

것이있으며그내민판들은네모지고둥글지아니하

며 32네바퀴는옆판밑에있고바퀴축은받침에연하

였는데바퀴의고는각각한규빗반이며 33그바퀴의

제도는병거바퀴의제도같은데그축과테와살과통

이다부어만든것이며 34받침네모퉁이에어깨같은

것넷이있는데그어깨는받침과연하였고 35받침위

에둥근테두리가있는데고가반규빗이요, 또받침위

의버팀대와옆판들이받침과연하였고 36버팀대판과

옆판에는각각빈곳을따라그룹들과사자와종려나

무를아로새겼고또그사면으로화환모양이있더라

37이와같이받침열을만들었는데그부어만든법과

척수와식양을다동일하게하였더라 38또물두멍열

을놋으로만들었는데물두멍마다각각사십밧을담

게하였으며매물두멍의직경이네규빗이라열받침

위에각각물두멍이하나씩이더라 39그받침다섯은

전우편에두었고다섯은전좌편에두었고전우편동

남에는그바다를두었더라 40히람이또물두멍과부

삽과대접들을만들었더라이와같이히람이솔로몬

왕을위하여여호와의전의모든일을마쳤으니 41곧

기둥둘과,그기둥꼭대기의공같은머리둘과,또기

둥꼭대기의공같은머리를가리우는그물둘과, 42또

그그물들을위하여만든바매그물에두줄씩으로기

둥위의공같은두머리를가리우게한사백석류와 43

또열받침과받침위의열물두멍과 44한바다와그바

다아래열두소와 45솥과부삽과대접들이라히람이

솔로몬왕을위하여여호와의전에이모든그릇을빛

난놋으로만드니라 46왕이요단평지에서숙곳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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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단사이의차진흙에그것들을부어내었더라 47기

구가심히많으므로솔로몬이다달지아니하고두었

으니그놋중수를능히측량할수없었더라 48솔로몬

이또여호와의전의모든기구를만들었으니곧금단

과진설병의금상과 49내소앞에좌우로다섯씩둘정

금등대며또금꽃과,등잔과, 불집게며 50또정금대접

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옮기는그릇이며

, 또내소곧지성소문의금돌쩌귀와, 전곧외소문의

금돌쩌귀더라 51솔로몬왕이여호와의전을위하여만

드는모든것을마친지라이에솔로몬이그부친다윗

의드린물건곧은과금과기구들을가져다가여호와

의전곳간에두었더라

8이에솔로몬이여호와의언약궤를다윗성곧시온에

서메어올리고자하여이스라엘장로와모든지파의

두목곧이스라엘자손의족장들을예루살렘자기에게

로소집하니 2이스라엘모든사람이다에다님월곧

칠월절기에솔로몬왕에게모이고 3이스라엘장로들

이다이르매제사장들이궤를메니라 4여호와의궤와

회막과성막안의모든거룩한기구들을메고올라가

되제사장과레위사람이그것들을메고올라가매 5솔

로몬왕과그앞에모인이스라엘회중이저와함께궤

앞에있어양과소로제사를드렸으니그수가많아기

록할수도없고셀수도없었더라 6제사장들이여호와

의언약궤를그처소로메어들였으니곧내전지성소

그룹들의날개아래라 7그룹들이궤처소위에서날개

를펴서궤와그채를덮었는데 8채가긴고로채끝이

내전앞성소에서보이나밖에서는보이지아니하며

그채는오늘까지그곳에있으며 9궤안에는두돌판

외에아무것도없으니이것은이스라엘자손이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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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나온후여호와께서저희와언약을세우실때

에모세가호렙에서그안에넣은것이더라 10제사장

이성소에서나올때에구름이여호와의전에가득하

매 11제사장이그구름으로인하여능히서서섬기지

못하였으니이는여호와의영광이여호와의전에가득

함이었더라 12그때에솔로몬이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계시겠다말씀하셨사오나 13내가참으로주

를위하여계실전을건축하였사오니주께서영원히

거하실처소로소이다`하고 14얼굴을돌이켜이스라

엘의온회중을위하여축복하니때에이스라엘의온

회중이섰더라 15왕이가로되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

를송축할지로다!여호와께서그입으로나의부친다

윗에게말씀하신것을이제그손으로이루셨도다이

르시기를 16내가내백성이스라엘을애굽에서인도하

여낸날부터내이름을둘만한집을건축하기위하여

이스라엘모든지파가운데서아무성읍도택하지아

니하고다만다윗을택하여내백성이스라엘을다스

리게하였노라하신지라 17내부친다윗이이스라엘

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할마음이

있었더니 18여호와께서내부친다윗에게이르시되네

가내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할마음이있으니이마

음이네게있는것이좋도다 19그러나너는그전을건

축하지못할것이요네몸에서낳을네아들그가내이

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리라하시더니 20이제여호와

께서말씀하신대로이루시도다내가여호와의허하신

대로내부친다윗을대신하여일어나서이스라엘위

에앉고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

을건축하고 21내가또그곳에우리열조를애굽땅에

서인도하여내실때에저희와세우신바여호와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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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넣은궤를위하여한처소를설치하였노라 22솔로

몬이여호와의단앞에서이스라엘의온회중을마주

서서하늘을향하여손을펴고 23가로되이스라엘하

나님여호와여상천하지에주와같은신이없나이다

주께서는온마음으로주의앞에서행하는종들에게

언약을지키시고은혜를베푸시나이다 24주께서주의

종내아비다윗에게허하신말씀을지키사주의입으

로말씀하신것을손으로이루심이오늘날과같으니이

다 25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 주께서주의종내아

비다윗에게말씀하시기를네자손이자기길을삼가

서네가내앞에서행한것같이내앞에서행하기만하

면네게로좇아나서이스라엘위에앉을사람이내앞

에서끊어지지아니하리라하셨사오니이제다윗을위

하여그허하신말씀을지키시옵소서 26그런즉이스라

엘하나님이여! 원컨대주는주의종내아비다윗에게

하신말씀이확실하게하옵소서! 27하나님이참으로

땅에거하시리이까하늘과하늘들의하늘이라도주를

용납지못하겠거든하물며내가건축한이전이오리이

까 28그러나나의하나님여호와여, 종의기도와간구

를돌아보시며종이오늘날주의앞에서부르짖음과

비는기도를들으시옵소서 29주께서전에말씀하시기

를내이름이거기있으리라하신곳이전을향하여주

의눈이주야로보옵시며종이이곳을향하여비는기

도를들으시옵소서 30종과주의백성이스라엘이이곳

을향하여기도할때에주는그간구함을들으시되주

의계신곳하늘에서들으시고들으시사사하여주옵

소서 31만일어떤사람이그이웃에게범죄함으로맹

세시킴을받고저가와서이전에있는주의단앞에서

맹세하거든 32주는하늘에서들으시고행하시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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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들을국문하사악한자의죄를정하여그행위대로

그머리에돌리시고의로운자를의롭다하사그의로

운대로갚으시옵소서 33만일주의백성이스라엘이

주께범죄하여적국앞에패하게되므로주께로돌아

와서주의이름을인정하고이전에서주께빌며간구

하거든 34주는하늘에서들으시고주의백성이스라엘

의죄를사하시고그열조에게주신땅으로돌아오게

하옵소서 35만일저희가주께범죄함을인하여하늘이

닫히고비가없어서주의벌을받을때에이곳을향하

여빌며주의이름을인정하고그죄에서떠나거든 36

주는하늘에서들으사주의종들과주의백성이스라

엘의죄를사하시고그마땅히행할선한길을가르쳐

주옵시며주의백성에게기업으로주신주의땅에비

를내리시옵소서 37만일이땅에기근이나온역이있거

나곡식이시들거나깜부기가나거나메뚜기나황충이

나거나적국이와서성읍을에워싸거나무슨재앙이나

무슨질병이있든지무론하고 38한사람이나혹주의

온백성이스라엘이다각각자기의마음에재앙을깨

닫고이전을향하여손을펴고무슨기도나무슨간구

를하거든 39주는계신곳하늘에서들으시고사유하

시며각사람의마음을아시오니그모든행위대로행

하사갚으시옵소서주만홀로인생의마음을다아심

이니이다 40그리하시면저희가주께서우리열조에게

주신땅에서사는동안에항상주를경외하리이다 41

또주의백성이스라엘에속하지아니한자곧주의이

름을위하여먼지방에서온이방인이라도 42저희가

주의광대한이름과주의능한손과주의펴신팔의소

문을듣고와서이전을향하여기도하거든 43주는계

신곳하늘에서들으시고무릇이방인이주께부르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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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대로이루사땅의만민으로주의이름을알고주의

백성이스라엘처럼경외하게하옵시며또내가건축한

이전을주의이름으로일컫는줄을알게하옵소서 44

주의백성이그적국으로더불어싸우고자하여주의

보내신길로나갈때에저희가주의빼신성과내가주

의이름을위하여건축한전있는편을향하여여호와

께기도하거든 45주는하늘에서저희의기도와간구를

들으시고그일을돌아보옵소서 46범죄치아니하는사

람이없사오니저희가주께범죄함으로주께서저희에

게진노하사저희를적국에게붙이시매적국이저희를

사로잡아원근을물론하고적국의땅으로끌어간후에

47저희가사로잡혀간땅에서스스로깨닫고그사로

잡은자의땅에서돌이켜주께간구하기를우리가범

죄하여패역을행하며악을지었나이다하며 48자기를

사로잡아간적국의땅에서온마음과온뜻으로주께

돌아와서주께서그열조에게주신땅곧주의빼신성

과내가주의이름을위하여건축한전있는편을향하

여주께기도하거든 49주는계신곳하늘에서저희기

도와간구를들으시고저희의일을돌아보옵시며 50주

께범죄한백성을용서하시며주께범한그모든허물

을사하시고저희를사로잡아간자의앞에서저희로

불쌍히여김을얻게하사그사람들로저희를불쌍히

여기게하옵소서 51저희는주께서철풀무같은애굽

에서인도하여내신주의백성, 주의산업이됨이니이

다 52원컨대주는눈을들어종의간구함과주의백성

이스라엘의간구함을보시고무릇주께부르짖는대로

들으시옵소서 53주여호와여, 주께서우리조상을애

굽에서인도하여내실때에주의종모세로말씀하심

같이주께서세상만민가운데서저희를구별하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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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업을삼으셨나이다 54솔로몬이무릎을끓고손을

펴서하늘을향하여이기도와간구로여호와께아뢰

기를마치고여호와의단앞에서일어나 55서서큰소

리로이스라엘의온회중을위하여축복하며가로되

56여호와를찬송할지로다! 저가무릇허하신대로그

백성이스라엘에게태평을주셨으니그종모세를빙

자하여무릇허하신그선한말씀이하나도이루지않

음이없도다 57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열조와

함께계시던것같이우리와함께계시옵고우리를떠

나지마옵시며버리지마옵시고 58우리의마음을자기

에게로향하여그모든길로행하게하옵시며우리열

조에게명하신계명과법도와율례를지키게하시기를

원하오며 59여호와의앞에서나의간구한이말씀을

주야로우리하나님여호와께가까이있게하옵시고

또주의종의일과주의백성이스라엘의일을날마다

당하는대로돌아보사 60이에세상만민에게여호와께

서만하나님이시고그외에는없는줄을알게하시기

를원하노라 61그런즉너희마음을우리하나님여호

와와화합하여완전케하여오늘날과같이그법도를

행하며그계명을지킬지어다! 62이에왕과왕과함께

한이스라엘이다여호와앞에희생을드리니라 63솔

로몬이화목제의희생을드렸으니곧여호와께드린

소가이만이천이요, 양이십이만이라이와같이왕과

모든이스라엘자손이여호와의전의낙성식을행하였

는데 64그날에왕이여호와의전앞뜰가운데를거룩

히구별하고거기서번제와소제와감사제의기름을

드렸으니이는여호와의앞놋단이작으므로번제물과

소제물과화목제의기름을다용납할수없음이라 65

그때에솔로몬이칠일칠일합십사일을우리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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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앞에서절기로지켰는데하맛어귀에서부터애

굽하수까지의온이스라엘의큰회중이모여저와함

께하였더니 66제팔일에솔로몬이백성을돌려보내

매백성이왕을위하여축복하고자기장막으로돌아

가는데여호와께서그종다윗과그백성이스라엘에

게베푸신모든은혜를인하여기뻐하며마음에즐거

워하였더라

9솔로몬이여호와의전과왕궁건축하기를마치며자

기의무릇이루기를원하던일이마친때에 2여호와께

서전에기브온에서나타나심같이다시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저에게이르시되네가내앞에서기도하며

간구함을내가들었은즉내가너의건축한이전을거

룩하게구별하여나의이름을영영히그곳에두며나

의눈과나의마음이항상거기있으리니 4네가만일

네아비다윗의행함같이마음을온전히하고바르게

하여내앞에서행하며내가네게명한대로온갖것을

순종하여나의법도와율례를지키면 5내가네아비

다윗에게허하여이르기를이스라엘위에오를사람이

네게서끊어지지아니하리라한대로너의이스라엘의

왕위를영원히견고하게하려니와 6만일너희나너희

자손이아주돌이켜나를좇지아니하며내가너희앞

에둔나의계명과법도를지키지아니하고가서다른

신을섬겨그것을숭배하면 7내가이스라엘을나의준

땅에서끊어버릴것이요내이름을위하여내가거룩

하게구별한이전이라도내앞에서던져버리리니이

스라엘은모든민족가운데속담거리와이야기거리가

될것이며 8이전이높을지라도무릇그리로지나가는

자가놀라며비웃어가로되여호와께서무슨까닭으로

이땅과이전에이같이행하셨는고하면 9대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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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자기열조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신자기

하나님여호와를버리고다른신에게부종하여그를

숭배하여섬기므로여호와께서이모든재앙을저희에

게내리심이라하리라하셨더라 10솔로몬이두집곧

여호와의전과왕궁을이십년만에건축하기를마치고

11갈릴리땅의성읍이십을히람에게주었으니이는두

로왕히람이솔로몬에게그온갖소원대로백향목과

잣나무와금을지공하였음이라 12히람이두로에서와

서솔로몬이자기에게준성읍들을보고눈에들지아

니하여 13이르기를 `나의형이여내게준이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이름하여가불땅이라하였더니그이

름이오늘까지있으니라 14히람이금일백이십달란

트를왕에게보내었더라 15솔로몬왕이역군을일으킨

까닭은여호와의전과자기궁과밀로와예루살렘성과

하솔과므깃도와게셀을건축하려하였음이라 16전에

애굽왕바로가올라와서게셀을탈취하여불사르고

그성에사는가나안사람을죽이고그성읍을자기딸

솔로몬의아내에게예물로주었더니 17솔로몬이게셀

과아래벧호론을건축하고 18또바알랏과그땅의들

에있는다드몰과 19자기에게있는모든국고성과병

거성들과마병의성들을건축하고솔로몬이또예루살

렘과레바논과그다스리는온땅에건축하고자하던

것을다건축하였는데 20무릇이스라엘자손이아닌

아모리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 여부스사람의남아있는자 21곧이스라엘자손이다

멸하지못하므로그땅에남아있는그자손들을솔로

몬이노예로역군을삼아오늘까지이르렀으되 22오직

이스라엘자손은솔로몬이노예를삼지아니하였으니

저희는군사와그신복과방백과대장이며병거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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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장관이됨이었더라 23솔로몬에게역사를감독하

는두목오백오십인이있어역사하는백성을다스렸

더라 24바로의딸이다윗성에서부터올라와솔로몬이

저를위하여건축한궁에이를때에솔로몬이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솔로몬이여호와를위하여쌓은단위

에해마다세번씩번제와감사제를드리고또여호와

앞에있는단에분향하니라이에전역사가마치니라

26솔로몬왕이에돔땅홍해물가엘롯근처에시온게

벨에서배들을지은지라 27히람이자기종곧바다에

익숙한사공들을솔로몬의종과함께그배로보내매

28저희가오빌에이르러거기서금사백이십달란트

를얻고솔로몬왕에게로가져왔더라

10스바여왕이여호와의이름으로말미암은솔로몬

의명예를듣고와서어려운문제로저를시험코자하

여 2예루살렘에이르니수원이심히많고향품과심히

많은금과보석을약대에실었더라저가솔로몬에게

나아와자기마음에있는것을다말하매 3솔로몬이

그묻는말을다대답하였으니왕이은미하여대답지

못한것이없었더라 4스바여왕이솔로몬의모든지혜

와그건축한궁과 5그상의식물과그신복들의좌석

과그신하들의시립한것과그들의공복과술관원들

과여호와의전에올라가는층계를보고정신이현황

하여 6왕께고하되 `내가내나라에서당신의행위와

당신의지혜에대하여들은소문이진실하도다 7내가

그말들을믿지아니하였더니이제와서목도한즉내

게말한것은절반도못되니당신의지혜와복이나의

들은소문에지나도다 8복되도다! 당신의사람들이여

복되도다!당신의이신복들이여항상당신의앞에서

서당신의지혜를들음이로다 9당신의하나님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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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당신을기뻐하사이스라

엘위에올리셨고여호와께서영영히이스라엘을사랑

하시므로당신을세워왕을삼아공과의를행하게하

셨도다'하고 10이에저가금일백이십달란트와심히

많은향품과보석을왕께드렸으니스바여왕이솔로

몬왕께드린것처럼많은향품이다시오지아니하였

더라 11 (오빌에서부터금을실어온히람의배들이오

빌에서많은백단목과보석을운반하여오매 12왕이

백단목으로여호와의전과왕궁의난간을만들고또

노래하는자를위하여수금과비파를만들었으니이같

은백단목은전에도온일이없었고오늘까지도보지

못하였더라) 13솔로몬왕이왕의규례대로스바여왕

에게물건을준외에또저의소원대로무릇구하는것

을주니이에저가그신복들로더불어본국으로돌아

갔더라 14솔로몬의세입금의중수가육백육십륙금

달란트요 15그외에또상고와무역하는객상과아라

비아왕들과나라의방백들에게서도가져온지라 16솔

로몬왕이쳐서늘인금으로큰방패이백을만들었으

니매방패에든금이육백세겔이며 17또쳐서늘인금

으로작은방패삼백을만들었으니매방패에든금이

삼마네라왕이이것들을레바논나무궁에두었더라

18왕이또상아로큰보좌를만들고정금으로입혔으

니 19그보좌에는여섯층계가있고보좌뒤에둥근머

리가있고앉는자리양편에는팔걸이가있고팔걸이

곁에는사자가하나씩섰으며 20또열두사자가있어

그여섯층계좌우편에섰으니아무나라에도이같이

만든것이없었더라 21솔로몬왕의마시는그릇은다

금이요레바논나무궁의그릇들도다정금이라은기

물이없으니솔로몬의시대에은을귀히여기지아니



열왕기상 691

함은 22왕이바다에다시스배들을두어히람의배와

함께있게하고그다시스배로삼년에일차씩금과, 은

과, 상아와,잔나비와,공작을실어왔음이더라 23솔로

몬왕의재산과지혜가천하열왕보다큰지라 24천하

가다하나님께서솔로몬의마음에주신지혜를들으

며그얼굴을보기원하여 25각기예물을가지고왔으

니곧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

과, 노새라해마다정한수가있었더라 26솔로몬이병

거와마병을모으매병거가일천사백이요마병이일

만이천이라병거성에도두고예루살렘왕에게도두었

으며 27왕이예루살렘에서은을돌같이흔하게하고

백향목을평지의뽕나무같이많게하였더라 28솔로몬

의말들은애굽에서내어왔으니왕의상고들이떼로

정가하여산것이며 29애굽에서내어올린병거는하

나에은육백세겔이요말은일백오십세겔이라이와

같이헷사람의모든왕과아람왕들을위하여도그손

으로내어왔더라

11솔로몬왕이바로의딸외에이방의많은여인을

사랑하였으니곧모압과암몬과에돔과시돈과헷여

인이라 2여호와께서일찌기이여러국민에게대하여

이스라엘자손에게말씀하시기를너희는저희와서로

통하지말며저희도너희와서로통하게말라저희가

정녕코너희의마음을돌이켜저희의신들을좇게하

리라하셨으나솔로몬이저희를연애하였더라 3왕은

후비가칠백인이요, 빈장이삼백인이라왕비들이왕의

마음을돌이켰더라 4솔로몬의나이늙을때에왕비들

이그마음을돌이켜다른신들을좇게하였으므로왕

의마음이그부친다윗의마음과같지아니하여그하

나님여호와앞에온전치못하였으니 5이는시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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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여신아스다롯을좇고암몬사람의가증한밀곰을

좇음이라 6솔로몬이여호와의눈앞에서악을행하여

그부친다윗이여호와를온전히좇음같이좇지아니

하고 7모압의가증한그모스를위하여예루살렘앞산

에산당을지었고또암몬자손의가증한몰록을위하

여그와같이하였으며 8저가또이족후비들을위하

여다그와같이한지라저희가자기의신들에게분향

하며제사하였더라 9솔로몬이마음을돌이켜이스라

엘하나님여호와를떠나므로여호와께서저에게진노

하시니라여호와께서일찌기두번이나저에게나타나

시고 10이일에대하여명하사다른신을좇지말라하

셨으나저가여호와의명령을지키지않았으므로 11여

호와께서솔로몬에게말씀하시되네게이러한일이있

었고또네가나의언약과내가네게명한법도를지키

지아니하였으니내가결단코이나라를네게서빼앗

아네신복에게주리라 12그러나네아비다윗을위하

여네세대에는이일을행치아니하고네아들의손에

서빼앗으려니와 13오직내가이나라를다빼앗지아

니하고나의종다윗과나의뺀예루살렘을위하여한

지파를네아들에게주리라하셨더라 14여호와께서에

돔사람하닷을일으켜솔로몬의대적이되게하시니

저는왕의자손으로서에돔에거하였더라 15전에다윗

이에돔에있을때에군대장관요압이가서죽임을당

한자들을장사하고에돔의남자를다쳐서죽였는데

16요압은에돔의남자를다없이하기까지이스라엘

무리와함께여섯달을그곳에유하였었더라 17그때에

하닷은작은아이라그아비의신복중두어에돔사람

과함께도망하여애굽으로가려하여 18미디안에서발

행하여바란에이르고거기서사람을데리고애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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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애굽왕바로에게나아가매바로가저에게집을

주고먹을양식을정하며또토지를주었더라 19하닷

이바로의눈앞에크게은총을얻었으므로바로가자

기의처제곧왕비다브네스의아우로저의아내를삼

으매 20다브네스의아우가그로말미암아아들그누밧

을낳았더니다브네스가그아이를바로의궁중에서

젖을떼게하매그누밧이바로의궁에서바로의아들

가운데있었더라 21하닷이애굽에있어서다윗이그

열조와함께잔것과군대장관요압의죽은것을듣고

바로에게고하되 `나를보내어내고국으로가게하옵

소서' 22바로가저에게이르되 `네가나와함께있어

무슨부족함이있기에네고국으로가기를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그러나아무쪼록나를보내옵소서

' 하였더라 23하나님이또엘리아다의아들르손을일

으켜솔로몬의대적이되게하시니저는그주인소바

왕하닷에셀에게서도망한자라 24다윗이소바사람을

죽일때에르손이사람들을모으고그떼의괴수가되

며다메섹으로가서웅거하고거기서왕이되었더라

25솔로몬의일평생에하닷의끼친환난외에르손이

수리아왕이되어이스라엘을대적하고미워하였더라

26솔로몬의신복느밧의아들여로보암이또한손을

들어왕을대적하였으니저는에브라임족속인스레다

사람이요그어미의이름은스루아니과부더라 27저가

손을들어왕을대적하는까닭은이러하니라솔로몬이

밀로를건축하고그부친다윗의성의무너진것을수

축하였는데 28이사람여로보암은큰용사라솔로몬이

이소년의부지런함을보고세워요셉족속의역사를

감독하게하였더니 29그즈음에여로보암이예루살렘

에서나갈때에실로사람선지자아히야가길에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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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만나니아히야가새의복을입었고그두사람만들

에있었더라 30아히야가그입은새옷을잡아열두조

각에찢고 31여로보암에게이르되 `너는열조각을취

하라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말씀이내가이나라

를솔로몬의손에서찢어빼앗아열지파를네게주고

32오직내종다윗을위하고이스라엘모든지파중에

서뺀성예루살렘을위하여한지파를솔로몬에게주

리니 33이는저희가나를버리고시돈사람의여신아

스다롯과, 모압의신그모스와, 암몬자손의신밀곰을

숭배하며그아비다윗의행함같지아니하여내길로

행치아니하며나보기에정직한일과나의법도와나

의율례를행치아니함이니라 34그러나내가뺀내종

다윗이내명령과내법도를지켰으므로내가저를위

하여솔로몬의생전에는온나라를그손에서빼앗지

아니하고주관하게하려니와 35내가그아들의손에서

나라를빼앗아그열지파를네게줄것이요 36그아들

에게는내가한지파를주어서내가내이름을두고자

하여택한성예루살렘에서내종다윗에게한등불이

항상내앞에있게하리라 37내가너를취하리니너는

무릇네마음에원하는대로다스려이스라엘위에왕

이되되 38네가만일내가명한모든일에순종하고내

길로행하며내눈에합당한일을하며내종다윗의행

함같이내율례와명령을지키면내가너와함께있어

내가다윗을위하여세운것같이너를위하여견고한

집을세우고이스라엘을네게주리라 39내가이로인

하여다윗의자손을괴롭게할터이나영원히하지는

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한지라 40이러므로솔로몬이

여로보암을죽이려하매여로보암이일어나애굽으로

도망하여애굽왕시삭에게이르러솔로몬의죽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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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에있으니라 41솔로몬의남은사적과무릇저의

행한일과그지혜는솔로몬의행장에기록되지아니

하였느냐 42솔로몬이예루살렘에서온이스라엘을다

스린날수가사십년이라 43솔로몬이그열조와함께

자매그부친다윗의성에장사되고그아들르호보암

이대신하여왕이되니라

12르호보암이세겜으로갔으니이는온이스라엘이

저로왕을삼고자하여세겜에이르렀음이더라 2느밧

의아들여로보암이전에솔로몬왕의얼굴을피하여

애굽으로도망하여있었더니이제그소문을듣고오

히려애굽에있는중에 3무리가보내어저를불렀더라

여로보암과이스라엘의온회중이와서르호보암에게

고하여가로되 4 `왕의부친이우리의멍에를무겁게

하였으나왕은이제왕의부친이우리에게시킨고역

과메운무거운멍에를가볍게하소서그리하시면우

리가왕을섬기겠나이다' 5르호보암이대답하되 `갔

다가삼일후에다시내게로오라' 하매백성이가니라

6르호보암왕이그부친솔로몬의생전에그앞에모셨

던노인들과의논하여가로되 `너희는어떻게교도하

여이백성에게대답하게하겠느뇨' 7대답하여가로되

`왕이만일오늘날이백성의종이되어저희를섬기고

좋은말로대답하여이르시면저희가영영히왕의종

이되리이다'하나 8왕이노인의교도하는것을버리

고그앞에모셔있는자기와함께자라난소년들과의

논하여 9가로되 `너희는어떻게교도하여이백성에게

대답하게하겠느뇨백성이내게말하기를왕의부친이

우리에게메운멍에를가볍게하라하였느니라' 10함께

자라난소년들이왕께고하여가로되 `이백성들이왕

께고하기를왕의부친이우리의멍에를무겁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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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왕은우리를위하여가볍게하라하였은즉왕은

대답하기를나의새끼손가락이내부친의허리보다굵

으니 11내부친이너희로무거운멍에를메게하였으

나이제나는너희의멍에를더욱무겁게할지라내부

친은채찍으로너희를징치하였으나나는전갈로너희

를징치하리라하소서' 12삼일만에여로보암과모든

백성이르호보암에게나아왔으니이는왕이명하여이

르기를삼일만에내게로다시오라하였음이라 13왕이

포악한말로백성에게대답할새노인의교도를버리고

14소년의가르침을좇아저희에게고하여가로되 `내

부친은너희의멍에를무겁게하였으나나는너희의

멍에를더욱무겁게할지라내부친은채찍으로너희

를징치하였으나나는전갈로너희를징치하리라'하

니라 15왕이이같이백성의말을듣지아니하였으니

이일은여호와께로말미암아난것이라여호와께서

전에실로사람아히야로느밧의아들여로보암에게

고한말씀을응하게하심이더라 16온이스라엘이자기

들의말을왕이듣지아니함을보고왕에게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다윗과무슨관계가있느뇨이새의아

들에게서업이없도다이스라엘아너희의장막으로돌

아가라다윗이여이제너는네집이나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그장막으로돌아가니라 17그러나유다성

읍들에사는이스라엘자손에게는르호보암이그왕이

되었더라 18르호보암왕이역군의감독아도니람을보

내었더니온이스라엘이저를돌로쳐죽인지라르호

보암왕이급히수레에올라예루살렘으로도망하였더

라 19이에이스라엘이다윗의집을배반하여오늘날까

지이르렀더라 20온이스라엘이여로보암의돌아왔다

함을듣고보내어저를공회로청하여다가온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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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의왕을삼았으니유다지파외에는다윗의집을좇

는자가없으니라 21르호보암이예루살렘에이르러유

다온족속과베냐민지파를모으니택한용사가십팔

만이라이스라엘족속과싸워나라를회복하여솔로몬

의아들르호보암에게돌리려하더니 22하나님의말씀

이하나님의사람스마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 23솔로

몬의아들유다왕르호보암과유다와베냐민온족속

과또그남은백성에게고하여이르기를 24여호와의

말씀이너희는올라가지말라너희형제이스라엘자

손과싸우지말고각기집으로돌아가라이일이내게

로말미암아난것이라하셨다하라하신지라저희가

여호와의말씀을듣고그말씀을좇아돌아갔더라 25

여로보암이에브라임산지에세겜을건축하고거기서

살며또거기서나가서부느엘을건축하고 26그마음

에스스로이르기를나라가이제다윗의집으로돌아

가리로다 27만일이백성이예루살렘에있는여호와의

전에제사를드리고자하여올라가면이백성의마음이

유다왕된그주르호보암에게로돌아가서나를죽이

고유다왕르호보암에게로돌아가리로다하고 28이에

계획하고두금송아지를만들고무리에게말하기를

`너희가다시는예루살렘에올라갈것이없도다이스

라엘아!이는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올린너희

신이라'하고 29하나는벧엘에두고하나는단에둔지

라 30이일이죄가되었으니이는백성들이단까지가

서그하나에게숭배함이더라 31저가또산당들을짓

고레위자손아닌보통백성으로제사장을삼고 32팔

월곧그달십오일로절기를정하여유다의절기와비

슷하게하고단에올라가되벧엘에서그와같이행하

여그만든송아지에게제사를드렸으며그지은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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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장은벧엘에서세웠더라 33저가자기마음대로

정한달곧팔월십오일로이스라엘자손을위하여절

기로정하고벧엘에쌓은단에올라가서분향하였더

라

13때에하나님의사람이여호와의말씀으로인하여

유다에서부터벧엘에이르니마침여로보암이단곁에

서서분향하는지라 2하나님의사람이단을향하여여

호와의말씀으로외쳐가로되 `단아단아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다윗의집에요시야라이름하는아들을

낳으리니저가네위에분향하는산당제사장을네위

에제사할것이요또사람의뼈를네위에사르리라하

셨느니라`하고 3그날에저가예조를들어가로되 `이

는여호와의말씀하신예조라단이갈라지며그위에

있는재가쏟아지리라' 하매 4여로보암왕이하나님의

사람의벧엘에있는단을향하여외쳐말함을들을때

에단에서손을펴며 `저를잡으라'하더라저를향하여

편손이말라다시거두지못하며 5하나님의사람의

여호와의말씀으로보인예조대로단(壇)이갈라지며

재가단에서쏟아진지라 6왕이하나님의사람에게말

하여가로되 `청컨대너는나를위하여네하나님여호

와께은혜를구하여내손으로다시성하게기도하라'

하나님의사람이여호와께은혜를구하니왕의손이

다시성하여전과같이되니라 7왕이하나님의사람에

게이르되 `나와함께집에가서몸을쉬라내가네게예

물을주리라' 8하나님의사람이왕께대답하되 `왕께

서왕의집절반으로내게준다할지라도나는왕과함

께들어가지도아니하고이곳에서는떡도먹지아니하

고물도마시지아니하리니 9이는곧여호와의말씀이

내게명하여이르시기를떡도먹지말며물도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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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왔던길로도로가지도말라하셨음이니이다' 하

고 10이에다른길로가고자기가벧엘에오던길로좇

아돌아가지아니하니라 11벧엘에한늙은선지자가

살더니그아들들이와서이날에하나님의사람이벧

엘에서행한모든일을저에게고하고또그가왕에게

고한말씀도저희가그아비에게고한지라 12그아비

가저희에게이르되 `그가어느길로가더냐?' 하니그

아들들이유다에서부터온하나님의사람의간길을

보았음이라 13저가그아들들에게이르되 `나를위하

여나귀에안장을지우라' 저희가나귀에안장을지우

니저가타고 14하나님의사람의뒤를좇아가서상수

리나무아래앉은것을보고이르되 `그대가유다에서

온하나님의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15저가그

사람에게이르되 `나와함께집으로가서떡을먹으라'

16대답하되 `나는그대와함께돌아가지도못하겠고

그대와함께들어가지도못하겠으며내가이곳에서

그대와함께떡도먹지아니하고물도마시지아니하

리니 17이는여호와의말씀이내게이르시기를네가

거기서떡도먹지말고물도마시지말며또네가오던

길로돌아가지도말라하셨음이로라' 18저가그사람

에게이르되 `나도그대와같은선지자라천사가여호

와의말씀으로내게이르기를그를네집으로데리고

돌아가서그에게떡을먹이고물을마시우라하였느니

라'하니이는그사람을속임이라 19이에그사람이저

와함께돌아가서그집에서떡을먹으며물을마시니

라 20저희가상앞에앉았을때에여호와의말씀이그

사람을데려온선지자에게임하니 21저가유다에서부

터온하나님의사람을향하여외쳐가로되여호와의

말씀에네가여호와의말씀을어기며네하나님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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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네게명한명령을지키지아니하고 22돌아와서

여호와가너더러떡도먹지말고물도마시지말라한

곳에서떡을먹고물을마셨으니네시체가네열조의

묘실에들어가지못하리라하셨느니라'하니라 23자기

가데리고온선지자가떡을먹고물을마신후에그를

위하여나귀에안장을지우니라 24이에그사람이가

더니사자가길에서저를만나죽이매그시체가길에

버린바되니나귀는그곁에섰고사자도그시체곁에

섰더라 25지나가는사람들이길에버린시체와그시

체곁에선사자를보고그늙은선지자가사는성읍에

와서말한지라 26그사람을길에서데리고돌아간선

지자가듣고말하되 `이는여호와의말씀을어긴하나

님의사람이로다여호와께서그에게하신말씀과같이

여호와께서그를사자에게붙이시매사자가그를찢어

죽였도다` 하고 27이에그아들들에게말하여가로되

`나를위하여나귀에안장을지우라'저희가안장을지

우매 28저가가서본즉그시체가길에버린바되었고

나귀와사자는그시체곁에섰는데사자가시체를먹

지도아니하였고나귀를찢지도아니하였더라 29늙은

선지자가하나님의사람의시체를떠들어나귀에실어

가지고돌아와자기성읍으로들어가서슬피울며장

사하되 30곧그시체를자기의묘실에두고그를위하

여슬피울며가로되오호라나의형제여! 하니라 31그

사람을장사한후에저가그아들들에게말하여가로

되 `내가죽거든하나님의사람을장사한묘실에나를

장사하되내뼈를그의뼈곁에두라 32그가여호와의

말씀으로벧엘에있는단을향하고또사마리아성읍

들에있는모든산당을향하여외쳐말한것이반드시

이룰것임이니라' 33여로보암이이일후에도그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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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떠나돌이키지아니하고다시보통백성으로

산당의제사장을삼되누구든지자원하면그사람으로

산당의제사장을삼았으므로 34이일이여로보암집에

죄가되어그집이지면에서끊어져멸망케되니라

14그때에여로보암의아들아비야가병든지라 2여

로보암이그아내에게이르되 `청컨대일어나변장하

여사람으로그대가여로보암의아내임을알지못하게

하고실로로가라거기선지자아히야가있나니저는

이전에내가이백성의왕이될것을내게고한사람이

니라 3그대의손에떡열과과자와꿀한병을가지고

그에게로가라저가그대에게이아이의어떻게될것

을알게하리라' 4여로보암의아내가그대로하여일

어나실로로가서아히야의집에이르니아히야는나

이로인하여눈이어두워보지못하더라 5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이르시되여로보암의아내가그아들이병

듦을인하여네게물으러오나니너는이리이리대답

하라저가들어올때에다른사람인체함이니라 6저가

문으로들어올때에아히야가그발소리를듣고말하

되여로보암의처여!들어오라네가어찌하여다른사

람인체하느뇨내가명령을받아흉한일로네게고하

리니 7가서여로보암에게고하라이스라엘하나님여

호와의말씀이내가너를백성중에서들어내백성이

스라엘의주권자가되게하고 8나라를다윗의집에서

찢어내어네게주었거늘너는내종다윗이나의명령

을지켜전심으로나를좇으며나보기에정직한일만

행하였음과같지아니하고 9너의이전사람들보다도

악을행하고가서너를위하여다른신을만들며우상

을부어만들어나의노를격발하고나를네등뒤에버

렸도다 10그러므로내가여로보암의집에재앙을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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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보암에게속한사내는이스라엘가운데매인자나

놓인자나다끊어버리되거름을쓸어버림같이여로

보암의집을말갛게쓸어버릴지라 11여로보암에게속

한자가성에서죽은즉개가먹고들에서죽은즉공중

의새가먹으리니이는여호와가말하였음이니라하셨

나니 12너는일어나네집으로가라네발이성에들어

갈때에그아이가죽을지라 13온이스라엘이저를위

하여슬퍼하며장사하려니와여로보암에게속한자는

오직이아이만묘실에들어가리니이는여로보암의

집가운데서저가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향하여

선한뜻을품었음이니라` 14여호와께서이스라엘의

위에한왕을일으키신즉저가그날에여로보암의집

을끊어버리리라어느때냐곧이제라 15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쳐서물에서흔들리는갈대같이되게하

시고이스라엘을그열조에게주신이좋은땅에서뽑

아저희를하수밖으로흩으시리니저희가아세라목상

을만들어여호와를진노케하였음이니라 16여호와께

서여로보암의죄로인하여이스라엘을버리시리니이

는저도범죄하고이스라엘로범죄케하였음이니라'하

니라 17여로보암의처가일어나디르사로돌아가서집

문지방에이를때에아이가죽은지라 18온이스라엘이

저를장사하고저를위하여슬퍼하니여호와께서그

종선지자아히야로하신말씀과같이되었더라 19여

로보암의그남은행적곧저가어떻게싸운것과어떻

게다스린것은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니라

20여로보암이왕이된지이십이년이라저가그열조

와함께자매그아들나답이대신하여왕이되니라 21

솔로몬의아들르호보암은유다왕이되었으니르호보

암이위에나아갈때에나이사십일세라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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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름을두시려고이스라엘모든지파가운데서

빼신성예루살렘에서십칠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

의이름은나아마라암몬사람이더라 22유다가여호와

보시기에악을행하되그열조의행한모든일보다뛰

어나게하여그범한죄로여호와의노를격발하였으

니 23이는저희도산위에와모든푸른나무아래산당

과우상과아세라목상을세웠음이라 24그땅에또남

색하는자가있었고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앞에서

쫓아내신국민의모든가증한일을무리가본받아행

하였더라 25르호보암왕제오년에애굽왕시삭이올

라와서예루살렘을치고 26여호와의전의보물과왕궁

의보물을몰수히빼앗고또솔로몬의만든금방패를

다빼앗은지라 27르호보암왕이그대신놋으로방패

를만들어왕궁문을지키는시위대장관의손에맡기

매 28왕이여호와의전에들어갈때마다시위하는자

가그방패를들고갔다가시위소로도로가져갔더라

29르호보암의남은사적과무릇그행한일이유다왕

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30르호보암과여

로보암사이에항상전쟁이있으니라 31르호보암이그

열조와함께자니그열조와함께다윗성에장사되니

라그모친의이름은나아마라암몬사람이더라그아

들아비얌이대신하여왕이되니라

15느밧의아들여로보암왕제십팔년에아비얌이유

다왕이되고 2예루살렘에서삼년을치리하니라그모

친의이름은마아가라아비살롬의딸이더라 3아비얌

이그부친의이미행한모든죄를행하고그마음이그

조상다윗의마음같지아니하여그하나님여호와앞

에온전치못하였으나 4그하나님여호와께서다윗을

위하여예루살렘에서저에게등불을주시되그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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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후사가되게하사예루살렘을견고케하셨으니 5

이는다윗이헷사람우리아의일외에는평생에여호

와보시기에정직히행하고자기에게명하신모든일

을어기지아니하였음이라 6르호보암과여로보암사

이에사는날동안전쟁이있었더니 7아비얌과여로보

암사이에도전쟁이있으니라아비얌의남은사적과

무릇행한일이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

였느냐 8아비얌이그열조와함께자니다윗성에장사

되고그아들아사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9이스라엘

왕여로보암제이십년에아사가유다왕이되어 10예

루살렘에서사십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

마아가라아비살롬의딸이더라 11아사가그조상다윗

같이여호와보시기에정직하게행하여 12남색하는자

를그땅에서쫓아내고그열조의지은모든우상을없

이하고 13또그모친마아가가아세라의가증한우상

을만들었으므로태후의위를폐하고그우상을찍어

서기드론시냇가에서불살랐으나 14오직산당은없이

하지아니하니라그러나아사의마음이일평생여호와

앞에온전하였으며 15저가그부친의구별한것과자

기의구별한것을여호와의전에받들어드렸으니곧

은과금과기명들이더라 16아사와이스라엘왕바아사

사이에일생전쟁이있으니라 17이스라엘왕바아사가

유다를치러올라와서라마를건축하여사람을유다

왕아사에게왕래하지못하게하려한지라 18아사가

여호와의전곳간과왕궁곳간에남은은, 금을몰수히

취하여그신복의손에붙여다메섹에거한아람왕헤

시온의손자다브림몬의아들벤하닷에게보내며가로

되 19 `나와당신사이에약조가있고내부친과당신의

부친사이에도있었느니라내가당신에게은금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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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었으니와서이스라엘왕바아사와세운약조를

깨뜨려서저로나를떠나게하라'하매 20벤하닷이아

사왕의말을듣고그군대장관들을보내어이스라엘

성들을치되이욘과단과아벨벧마아가와긴네렛온

땅과납달리온땅을쳤더니 21바아사가듣고라마건

축하는일을그치고디르사에거하니라 22이에아사

왕이온유다에영을내려한사람도모면하지못하게

하여바아사가라마를건축하던돌과재목을가져오게

하고그것으로베냐민의게바와미스바를건축하였더

라 23아사의남은사적과모든권세와무릇그행한일

과성읍을건축한것이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그러나저가늙을때에발에병이있었

더라 24아사가그열조와함께자매그열조와함께그

조상다윗의성에장사되고그아들여호사밧이대신

하여왕이되니라 25유다왕아사제이년에여로보암

의아들나답이이스라엘왕이되어이년을이스라엘

을다스리니라 26저가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되

그아비의길로행하며그가이스라엘로범하게한그

죄중에행한지라 27이에잇사갈족속아히야의아들

바아사가저를모반하여블레셋사람에게속한깁브돈

에서저를죽였으니이는나답과온이스라엘이깁브

돈을에워싸고있었음이더라 28유다왕아사제삼년

에바아사가나답을죽이고대신하여왕이되고 29왕

이될때에여로보암의온집을쳐서생명있는자를하

나도남기지아니하고다멸하였는데여호와께서그

종실로사람아히야로하신말씀과같이되었으니 30

이는여로보암이범죄하고또이스라엘로범하게한

죄로인함이며또저가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노

를격동시킨일을인함이었더라 31나답의남은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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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행한일이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

니하였느냐 32아사와이스라엘왕바아사사이에일생

전쟁이있으니라 33유다왕아사제삼년에아히야의

아들바아사가디르사에서온이스라엘의왕이되어이

십사년을치리하니라 34바아사가여호와보시기에악

을행하되여로보암의길로행하며그가이스라엘로

범하게한그죄중에행하였더라

16여호와의말씀이하나니의아들예후에게임하여

바아사를꾸짖어가라사대 2내가너를진토에서들어

나의백성이스라엘위에주권자가되게하였거늘네

가여로보암의길로행하며내백성이스라엘로범죄

케하여저희죄로나의노를격동하였은즉 3내가너

바아사와네집을쓸어버려네집으로느밧의아들여

로보암의집같이되게하리니 4바아사에게속한자가

성읍에서죽은즉개가먹고들에서죽은즉공중의새

가먹으리라하셨더라 5바아사의남은사적과무릇행

한일과권세는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

니하였느냐 6바아사가그열조와함께자매디르사에

장사되고그아들엘라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7여호

와의말씀이하나니의아들선지자예후에게임하사

바아사와그집을꾸짖으심은저가여로보암의집을

본받아여호와보시기에모든악을행하며그손의소

위로여호와의노를격동하였음이며또그집을쳤음

이더라 8유다왕아사제이십륙년에바아사의아들

엘라가디르사에서이스라엘왕이되어이년을위에

있으니라 9엘라가디르사에있어궁내대신아르사의

집에서마시고취할때에그신복곧병거절반을통솔

한장관시므리가왕을모반하여 10들어가서저를쳐

죽이고대신하여왕이되니곧유다왕아사제이십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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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라 11시므리가왕이되어그위에오를때에바아

사의온집을죽이되남자는그족속이든지그친구든

지하나도남기지아니하고 12바아사의온집을멸하

였는데여호와께서선지자예후로바아사를꾸짖어하

신말씀같이되었으니 13이는바아사의모든죄와그

아들엘라의죄를인함이라저희가범죄하고또이스

라엘로범죄케하여그헛된것으로이스라엘하나님

여호와의노를격발하였더라 14엘라의남은사적과무

릇행한일이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

하였느냐 15유다왕아사제이십칠년에시므리가디

르사에서칠일동안왕이되니라때에백성들이블레

셋사람에게속한깁브돈을향하여진을치고있더니

16진중백성들이시므리가모반하여왕을죽였다는말

을들은지라그날에이스라엘의무리가진에서군대

장관오므리로이스라엘왕을삼으매 17오므리가이에

이스라엘무리를거느리고깁브돈에서부터올라와서

디르사를에워쌌더라 18시므리가성이함락됨을보고

왕궁위소에들어가서왕궁에불을놓고그가운데서

죽었으니 19이는저가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

범죄함을인함이라저가여로보암의길로행하며그가

이스라엘로죄를범하게한그죄중에행하였더라 20

시므리의남은행위와그모반한일이이스라엘왕역

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1그때에이스라엘

백성이둘에나뉘어그절반은기낫의아들디브니를

좇아저로왕을삼으려하고그절반은오므리를좇았

더니 22오므리를좇은백성이기낫의아들디브니를

좇은백성을이긴지라디브니가죽으매오므리가왕이

되니라 23유다왕아사제삼십일년에오므리가이스

라엘왕이되어십이년을위에있으며디르사에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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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안치리하니라 24저가은두달란트로세멜에게서

사마리아산을사고그산위에성을건축하고그건축

한성이름을그산주인이되었던세멜의이름을좇아

사마리아라일컬었더라 25오므리가여호와보시기에

악을행하되그전의모든사람보다더욱악하게행하

여 26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모든길로행하며그가

이스라엘로죄를범하게한그죄중에행하여그헛된

것으로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노를격발케하였더

라 27오므리의행한그남은사적과그베푼권세가이

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8오므

리가그열조와함께자매사마리아에장사되고그아

들아합이대신하여왕이되니라 29유다왕아사제삼

십팔년에오므리의아들아합이이스라엘왕이되니

라오므리의아들아합이사마리아에서이십이년을

이스라엘을다스리니라 30오므리의아들아합이그전

의모든사람보다여호와보시기에악을더욱행하여

31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죄를따라행하는것을오

히려가볍게여기며시돈사람의왕엣바알의딸이세

벨로아내를삼고가서바알을섬겨숭배하고 32사마

리아에건축한바알의사당속에바알을위하여단을

쌓으며 33또아세라목상을만들었으니저는그전의

모든이스라엘왕보다심히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

의노를격발하였더라 34그시대에벧엘사람히엘이

여리고를건축하였는데저가그터를쌓을때에맏아

들아비람을잃었고그문을세울때에말째아들스굽

을잃었으니여호와께서눈의아들여호수아로하신

말씀과같이되었더라

17길르앗에우거하는자중에디셉사람엘리야가아

합에게고하되나의섬기는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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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내말이없으면수년동안

우로가있지아니하리라하니라 2여호와의말씀이엘

리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 3너는여기서떠나동으로

가서요단앞그릿시냇가에숨고 4그시냇물을마시

라내가까마귀들을명하여거기서너를먹이게하리

라 5저가여호와의말씀과같이하여곧가서요단앞

그릿시냇가에머물매 6까마귀들이아침에도떡과고

기를, 저녁에도떡과고기를가져왔고저가시내를마

셨더니 7땅에비가내리지아니하므로얼마후에그

시내가마르니라 8여호와의말씀이엘리야에게임하

여가라사대 9너는일어나시돈에속한사르밧으로가

서거기유하라내가그곳과부에게명하여너를공궤

하게하였느니라 10저가일어나사르밧으로가서성문

에이를때에한과부가그곳에서나무가지를줍는지

라이에불러가로되청컨대그릇에물을조금가져다

가나로마시게하라 11저가가지러갈때에엘리야가

저를불러가로되청컨대네손에떡한조각을내게로

가져오라 12저가가로되당신의하나님여호와의사심

을가리켜맹세하노니나는떡이없고다만통에가루

한움큼과병에기름조금뿐이라내가나무가지두엇

을주워다가나와내아들을위하여음식을만들어먹

고그후에는죽으리라 13엘리야가저에게이르되두

려워말고가서네말대로하려니와먼저그것으로나

를위하여작은떡하나를만들어내게로가져오고그

후에너와네아들을위하여만들라 14이스라엘하나

님여호와의말씀이나여호와가비를지면에내리는

날까지그통의가루는다하지아니하고그병의기름

은없어지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 15저가가서엘리

야의말대로하였더니저와엘리야와식구가여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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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으나 16여호와께서엘리야로하신말씀같이통의

가루가다하지아니하고병의기름이없어지지아니하

니라 17이일후에그집주모되는여인의아들이병들

어증세가심히위중하다가숨이끊어진지라 18여인이

엘리야에게이르되하나님의사람이여당신이나로더

불어무슨상관이있기로내죄를생각나게하고또내

아들을죽게하려고내게오셨나이까 19엘리야가저에

게그아들을달라하여그를그여인의품에서취하여

안고자기의거처하는다락에올라가서자기침상에

뉘이고 20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나의하나님여호

와여주께서또내가우거하는집과부에게재앙을내

리사그아들로죽게하셨나이까하고 21그아이위에

몸을세번펴서엎드리고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

나의하나님여호와여, 원컨대이아이의혼으로그몸

에돌아오게하옵소서하니 22여호와께서엘리야의소

리를들으시므로그아이의혼이몸으로돌아오고살

아난지라 23엘리야가그아이를안고다락에서방으로

내려가서그어미에게주며이르되보라네아들이살

았느니라 24여인이엘리야에게이르되내가이제야당

신은하나님의사람이시요당신의입에있는여호와의

말씀이진실한줄아노라하니라

18많은날을지내고제삼년에여호와의말씀이엘리

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너는가서아합에게보이라

내가비를지면에내리리라 2엘리야가아합에게보이

려고가니그때에사마리아에기근이심하였더라 3아

합이궁내대신오바댜를불렀으니이오바댜는크게

여호와를경외하는자라 4이세벨이여호와의선지자

들을멸할때에오바댜가선지자일백인을가져오십

인씩굴에숨기고떡과물을먹였었더라 5아합이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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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에게이르되이땅의모든물근원과모든내로가자

혹시꼴을얻으리라그러면말과노새를살리리니짐

승을다잃지않게되리라하고 6두사람이두루다닐

땅을나누어아합은홀로이길로가고오바댜는홀로

저길로가니라 7오바댜가길에있을때에엘리야가

저를만난지라저가알아보고엎드려말하되내주엘

리야여당신이시니이까 8대답하되그러하다가서네

주에게고하기를엘리야가여기있다하라 9가로되내

가무슨죄를범하였기에당신이당신의종을아합의

손에붙여죽이게하려하시나이까 10당신의하나님

여호와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내주께서사람을

보내어당신을찾지아니한족속이나나라가없었는데

저희가말하기를엘리야가없다하면그나라와그족

속으로당신을보지못하였다는맹세를하게하였거늘

11이제당신의말씀이가서네주에게고하기를엘리야

가여기있다하라하시니 12내가당신을떠나간후에

여호와의신이나의알지못하는곳으로당신을이끌

어가시리니내가가서아합에게고하였다가저가당

신을찾지못하면내가죽임을당하리이다당신의종

은어려서부터여호와를경외하는자라 13이세벨이여

호와의선지자들을죽일때에내가여호와의선지자중

에일백인을오십인씩굴에숨기고떡과물로먹인일

이내주께들리지아니하였나이까 14이제당신의말

씀이가서네주에게고하기를엘리야가여기있다하

라하시니그리하면저가나를죽이리이다 15엘리야가

이르되내가모시는만군의여호와의사심을가리켜

맹세하노니내가오늘날아합에게보이리라 16오바댜

가가서아합을만나고하매아합이엘리야를만나려

하여가다가 17엘리야를볼때에저에게이르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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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을괴롭게하는자여네냐 18저가대답하되내가

이스라엘을괴롭게한것이아니라당신과당신의아

비의집이괴롭게하였으니이는여호와의명령을버

렸고당신이바알들을좇았음이라 19그런즉보내어온

이스라엘과이세벨의상에서먹는바알의선지자사백

오십인과아세라의선지자사백인을갈멜산으로모아

내게로나오게하소서 20아합이이에이스라엘모든

자손에게로보내어선지자들을갈멜산으로모으니라

21엘리야가모든백성에게가까이나아가이르되너희

가어느때까지두사이에서머뭇머뭇하려느냐여호

와가만일하나님이면그를좇고바알이만일하나님

이면그를좇을지니라하니백성이한말도대답지아

니하는지라 22엘리야가백성에게이르되여호와의선

지자는나만홀로남았으나바알의선지자는사백오

십인이로다 23그런즉두송아지를우리에게가져오게

하고저희는한송아지를택하여각을떠서나무위에

놓고불은놓지말며나도한송아지를잡아나무위에

놓고불은놓지말고 24너희는너희신의이름을부르

라나는여호와의이름을부르리니이에불로응답하

는신그가하나님이니라백성이다대답하되그말이

옳도다 25엘리야가바알의선지자들에게이르되너희

는많으니먼저한송아지를택하여잡고너희신의이

름을부르라그러나불을놓지말라 26저희가그받는

송아지를취하여잡고아침부터낮까지바알의이름을

불러가로되바알이여우리에게응답하소서하나아무

소리도없으므로저희가그쌓은단주위에서뛰놀더

라 27오정에이르러는엘리야가저희를조롱하여가로

되큰소리로부르라저는신인즉묵상하고있는지, 혹

잠간나갔는지, 혹길을행하는지, 혹잠이들어서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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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것인지하매 28이에저희가큰소리로부르고그

규례를따라피가흐르기까지칼과창으로그몸을상

하게하더라 29이같이하여오정이지났으나저희가

오히려진언을하여저녁소제드릴때까지이를지라

도아무소리도없고아무응답하는자도없고아무돌

아보는자도없더라 30엘리야가모든백성을향하여

이르되내게로가까이오라백성이다저에게가까이

오매저가무너진여호와의단을수축하되 31야곱의

아들들의지파의수효를따라열두돌을취하니이야

곱은여호와께서옛적에저에게임하여이르시기를네

이름을이스라엘이라하리라하신자더라 32저가여호

와의이름을의지하여그돌로단을쌓고단으로돌아

가며곡식종자두세아를용납할만한도랑을만들고

33또나무를벌이고송아지의각을떠서나무위에놓

고이르되통넷에물을채워다가번제물과나무위에

부으라하고 34또이르되다시그리하라하여다시그

리하니또이르되세번그리하라하여세번그리하니

35물이단으로두루흐르고도랑에도물이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저녁소제드릴때에이르러선지자엘리야

가나아가서말하되아브라함과이삭과이스라엘의하

나님여호와여주께서이스라엘중에서하나님이되심

과내가주의종이됨과내가주의말씀대로이모든일

을행하는것을오늘날알게하옵소서 37여호와여내

게응답하옵소서,내게응답하옵소서이백성으로주

여호와는하나님이신것과주는저희의마음으로돌이

키게하시는것을알게하옵소서하매 38이에여호와

의불이내려서번제물과나무와돌과흙을태우고또

도랑의물을핥은지라 39모든백성이보고엎드려말

하되여호와그는하나님이시로다여호와그는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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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로다하니 40엘리야가저희에게이르되바알의선

지자를잡되하나도도망하지못하게하라하매곧잡

은지라엘리야가저희를기손시내로내려다가거기서

죽이니라 41엘리야가아합에게이르되올라가서먹고

마시소서큰비의소리가있나이다 42아합이먹고마

시러올라가니라엘리야가갈멜산꼭대기로올라가서

땅에꿇어엎드려그얼굴을무릎사이에넣고 43그사

환에게이르되올라가바다편을바라보라저가올라

가바라보고고하되아무것도없나이다가로되일곱

번까지다시가라 44일곱번째이르러서는저가고하되

바다에서사람의손만한작은구름이일어나나이다가

로되올라가아합에게고하기를비에막히지아니하도

록마차를갖추고내려가소서하라하니라 45조금후

에구름과바람이일어나서하늘이캄캄하여지며큰

비가내리는지라아합이마차를타고이스르엘로가니

46여호와의능력이엘리야에게임하매저가허리를동

이고이스르엘로들어가는곳까지아합앞에서달려갔

더라

19아합이엘리야의무릇행한일과그가어떻게모든

선지자를칼로죽인것을이세벨에게고하니 2이세벨

이사자를엘리야에게보내어이르되내가내일이맘

때에는정녕네생명으로저사람들중한사람의생명

같게하리라아니하면신들이내게벌위에벌을내림

이마땅하니라한지라 3저가이형편을보고일어나

그생명을위하여도망하여유다에속한브엘세바에

이르러자기의사환을그곳에머물게하고 4스스로

광야로들어가하룻길쯤행하고한로뎀나무아래앉

아서죽기를구하여가로되여호와여넉넉하오니지금

내생명을취하옵소서나는내열조보다낫지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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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하고 5로뎀나무아래누워자더니천사가어루만

지며이르되일어나서먹으라하는지라 6본즉머리맡

에숯불에구운떡과한병물이있더라이에먹고마시

고다시누웠더니 7여호와의사자가또다시와서어

루만지며이르되일어나서먹으라네가길을이기지

못할까하노라하는지라 8이에일어나먹고마시고그

식물의힘을의지하여사십주사십야를행하여하나

님의산호렙에이르니라 9엘리야가그곳굴에들어가

거기서유하더니여호와의말씀이저에게임하여이르

시되엘리야야네가어찌하여여기있느냐 10저가대

답하되내가만군의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열심이

특심하오니이는이스라엘자손이주의언약을버리고

주의단을헐며칼로주의선지자들을죽였음이오며

오직나만남았거늘저희가내생명을찾아취하려하

나이다 11여호와께서가라사대너는나가서여호와의

앞에서산에섰으라하시더니여호와께서지나가시는

데여호와의앞에크고강한바람이산을가르고바위

를부수나바람가운데여호와께서계시지아니하며바

람후에지진이있으나지진가운데도여호와께서계

시지아니하며 12또지진후에불이있으나불가운데

도여호와께서계시지아니하더니불후에세미한소

리가있는지라 13엘리야가듣고겉옷으로얼굴을가리

우고나가굴어귀에서매소리가있어저에게임하여

가라사대엘리야야네가어찌하여여기있느냐 14저가

대답하되내가만군의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열심이

특심하오니이는이스라엘자손이주의언약을버리고

주의단을헐며칼로주의선지자들을죽였음이오며

오직나만남았거늘저희가내생명을찾아취하려하

나이다 15여호와께서저에게이르시되너는네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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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광야로말미암아다메섹에가서이르거든하사

엘에게기름을부어아람왕이되게하고 16너는또님

시의아들예후에게기름을부어이스라엘왕이되게

하고또아벨므홀라사밧의아들엘리사에게기름을

부어너를대신하여선지자가되게하라 17하사엘의

칼을피하는자를예후가죽일것이요예후의칼을피

하는자를엘리사가죽이리라 18그러나내가이스라엘

가운데칠천인을남기리니다무릎을바알에게꿇지

아니하고다그입을바알에게맞추지아니한자니라

19엘리야가거기서떠나사밧의아들엘리사를만나니

저가열두겨리소를앞세우고밭을가는데자기는열

둘째겨리와함께있더라엘리야가그리로건너가서

겉옷을그의위에던졌더니 20저가소를버리고엘리

야에게로달려가서이르되청컨대나로내부모와입

맞추게하소서그리한후에내가당신을따르리이다

엘리야가저에게이르되돌아가라내가네게어떻게

행하였느냐하니라 21엘리사가저를떠나돌아가서소

한겨리를취하여잡고소의기구를불살라그고기를

삶아백성에게주어먹게하고일어나가서엘리야를

좇으며수종들었더라

20아람왕벤하닷이그군대를다모으니왕삼십이

인이저와함께있고또말과병거들이있더라이에올

라가서사마리아를에워싸고치며 2사자들을성중이

스라엘왕아합에게보내어이르기를벤하닷은이르노

니 3네은, 금은내것이요네처들과네자녀들의아름

다운자도내것이니라하매 4이스라엘왕이대답하여

말하기를내주왕이여왕의말씀같이나와나의것은

다왕의것이니이다하였더니 5사자가다시와서이르

기를벤하닷은이르노라내가이미네게보내어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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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너는네은금과처들과자녀들을내게붙이라하

였거니와 6내일이맘때에내가내신복을네게보내리

니저희가네집과네신복의집을수탐하여무릇네눈

이기뻐하는것을그손으로잡아가져가리라한지라

7이에이스라엘왕이나라의장로를다불러이르되너

희는이사람이잔해하려고구하는줄을자세히알라

저가나의처들과자녀들과은금을취하려고사람을

내게보내었으나내가거절치못하였노라 8모든장로

와백성들이다왕께고하되왕은듣지도말고허락지

도마옵소서한지라 9그러므로왕이벤하닷의사자에

게이르되너희는내주왕께고하기를왕이처음에보

내어종에게구하신것은내가다그대로하려니와이

것은내가할수없나이다하라사자들이돌아가서고

하니라 10벤하닷이다시저에게보내어이르되사마리

아의부스러진것이나를좇는백성의무리의손에채

우기에족할것같으면신들이내게벌위에벌을내림

이마땅하니라하매 11이스라엘왕이대답하여가로되

갑옷입은자가갑옷벗는자같이자랑치못할것이라

하라하니라 12벤하닷이왕들과장막에서마시다가이

말을듣고그신복에게이르되너희는진을베풀라하

매곧성을향하여진을베푸니라 13한선지자가이스

라엘왕아합에게나아가서가로되여호와의말씀이

네가이큰무리를보느냐내가오늘저희를네손에붙

이리니너는내가여호와인줄알리라하셨나이다 14아

합이가로되누구로하시리이까대답하되여호와의말

씀이각도의방백의소년들로하리라하셨나이다아합

이가로되누가싸움을시작하리이까대답하되왕이니

이다 15아합이이에각도의방백의소년들을계수하

니이백삼십이인이요그외에모든백성곧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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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모든자손을계수하니칠천인이더라 16저희가오정

에나가니벤하닷은장막에서돕는왕삼십이인으로

더불어마시고취한중이라 17각도의방백의소년들

이먼저나갔더라벤하닷이탐지군을보내었더니저희

가회보하여가로되사마리아에서사람들이나오더이

다하매 18저가이르되화친하러나올지라도사로잡고

싸우러나올지라도사로잡으라하니라 19각도의방백

의소년들과저희를좇는군대들이성에서나가서 20

각각적군을쳐죽이매아람사람이도망하는지라이

스라엘이쫓으니아람왕벤하닷이말을타고마병으

로더불어도망하여면하니라 21이스라엘왕이나가서

말과병거를치고또아람사람을쳐서크게도륙하였

더라 22그선지자가이스라엘왕에게나아와가로되

왕은가서힘을기르고왕의행할일을알고준비하소

서해가돌아오면아람왕이왕을치러오리이다하니

라 23아람왕의신복들이왕께고하되저희의신은산

의신이므로저희가우리보다강하였거니와우리가만

일평지에서저희와싸우면정녕저희보다강할지라

24왕은이일을행하실지니곧왕들을제하여각각그

곳에서떠나게하고저희대신에장관들을두시고 25

또왕의잃어버린군대와같은군대를왕을위하여충

수하고말도말대로,병거도병거대로충수하고우리

가평지에서저희와싸우면정녕저희보다강하리이다

왕이그말을듣고그리하니라 26해가돌아오매벤하

닷이아람사람을점고하고아벡으로올라와서이스라

엘과싸우려하매 27이스라엘자손도점고함을입고

군량을받고마주나가서저희앞에진을치니이스라

엘은염소새끼의두적은떼와같고아람사람은그땅

에가득하였더라 28때에하나님의사람이이스라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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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나아와고하여가로되여호와의말씀이아람사람

이말하기를여호와는산의신이요골짜기의신은아

니라하도다그러므로내가이큰군대를다네손에붙

이리니너희는내가여호와인줄알리라하셨나이다하

니라 29진이서로대한지칠일이라제칠일에접전하

여이스라엘자손이하루에아람보병십만을죽이매

30그남은자는아벡으로도망하여성읍으로들어갔더

니그성이그남은자이만칠천위에무너지고벤하닷

은도망하여성읍에이르러골방으로들어가니라 31그

신복들이저에게고하되우리가들은즉이스라엘집의

왕들은인자한왕이라하니만일우리가굵은베로허

리를묶고테두리를머리에이고이스라엘왕에게로

나아가면저가혹시왕의생명을살리리이다하고 32

저희가굵은베로허리를묶고테두리를머리에이고

이스라엘왕에게이르러가로되왕의종벤하닷이청

하기를나의생명을살려주옵소서하더이다아합이가

로되저가오히려살았느냐저는나의형제니라 33그

사람들이징조로여기고그말을얼른받아대답하여

가로되벤하닷은왕의형제니이다왕이가로되너희는

가서저를인도하여오라벤하닷이이에왕에게나아

오니왕이저를병거에올린지라 34벤하닷이왕께고

하되내부친이당신의부친에게서빼앗은모든성읍

을내가돌려보내리이다또나의부친이사마리아에

서만든것같이당신도다메섹에서당신을위하여거

리를만드소서아합이가로되내가이약조로당신을

놓으리라하고이에더불어약조하고저를놓았더라

35선지자의무리중한사람이여호와의말씀으로그

동무에게이르되너는나를치라하였더니그사람이

치기를싫어하는지라 36저가그사람에게이르되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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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말씀을듣지아니하였으니네가나를떠나갈

때에사자가너를죽이리라그사람이저의곁을떠나

가더니사자가그를만나죽였더라 37저가또다른사

람을만나가로되너는나를치라하매그사람이저를

치되상하도록친지라 38선지자가가서수건으로그

눈을가리워변형하고길가에서왕을기다리다가 39왕

이지나갈때에소리질러왕을불러가로되종이전장

가운데나갔더니한사람이돌이켜어떤사람을끌고

내게로와서말하기를이사람을지키라만일저를잃

어버리면네생명으로저의생명을대신하거나그렇지

아니하면네가은한달란트를내어야하리라하였거늘

40종이이리저리일볼동안에저가없어졌나이다이

스라엘왕이저에게이르되네가스스로결정하였으니

그대로당하여야하리라 41저가급히그눈에가리운

수건을벗으니이스라엘왕이저는선지자중한사람

인줄알아본지라 42저가왕께고하되여호와의말씀

이내가멸하기로작정한사람을네손으로놓았은즉

네목숨은저의목숨을대신하고네백성은저의백성

을대신하리라하셨나이다 43이스라엘왕이근심하고

답답하여그궁으로돌아가려고사마리아에이르니라

21그후에이일이있으니라이스르엘사람나봇이

이스르엘에포도원이있어사마리아왕아합의궁에서

가깝더니 2아합이나봇에게일러가로되네포도원이

내궁곁에가까이있으니내게주어나물밭을삼게하

라내가그대신에그보다더아름다운포도원을네게

줄것이요만일합의하면그값을돈으로네게주리라

3나봇이아합에게말하되내열조의유업을왕에게주

기를여호와께서금하실지로다하니 4이스르엘사람

나봇이아합에게대답하여이르기를내조상의유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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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께줄수없다함을인하여아합이근심하고답답하

여궁으로돌아와서침상에누워얼굴을돌이키고식

사를아니하니 5그아내이세벨이저에게나아와가로

되왕의마음에무엇을근심하여식사를아니하나이까

6왕이이르되내가이스르엘사람나봇에게말하여이

르기를네포도원을내게주되돈으로바꾸거나만일

네가좋아하면내가그대신에포도원을네게주리라

한즉저가대답하기를내가내포도원을네게주지않

겠노라함을인함이로라 7그아내이세벨이저에게이

르되왕이이제이스라엘나라를다스리시나이까일어

나식사를하시고마음을즐겁게하소서내가이스르

엘사람나봇의포도원을왕께드리리이다하고 8아합

의이름으로편지들을쓰고그인(印)을쳐서그성에

서나봇과함께사는장로와귀인들에게보내니 9그

편지사연에이르기를금식을선포하고나봇을백성

가운데높이앉힌후에 10비류두사람을그앞에마주

앉히고저에게대하여증거하기를네가하나님과왕을

저주하였다하게하고곧저를끌고나가서돌로쳐죽

이라하였더라 11그성사람곧그성에사는장로와귀

인들이이세벨의분부곧저가자기들에게보낸편지

에쓴대로하여 12금식을선포하고나봇을백성가운

데높이앉히매 13때에비류두사람이들어와서그앞

에앉고백성앞에서나봇에게대하여증거를지어이

르기를나봇이하나님과왕을저주하였다하매무리가

저를성밖으로끌고나가서돌로쳐죽이고 14이세벨

에게통보하기를나봇이돌에맞아죽었나이다하니

15이세벨이나봇이돌에맞아죽었다함을듣고아합

에게이르되일어나서그이스르엘사람나봇이돈으

로바꾸어주기를싫어하던포도원을취하소서나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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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지아니하고죽었나이다 16아합이나봇의죽었

다함을듣고곧일어나이스르엘사람나봇의포도원

을취하러그리로내려갔더라 17여호와의말씀이디

셉사람엘리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 18너는일어나

내려가서사마리아에거하는이스라엘왕아합을만나

라저가나봇의포도원을취하러그리로내려갔나니

19너는저에게말하여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이네가

죽이고또빼앗았느냐하셨다하고또저에게이르기

를여호와의말씀이개들이나봇의피를핥은곳에서

개들이네피곧네몸의피도핥으리라하셨다하라 20

아합이엘리야에게이르되나의대적이여네가나를

찾았느냐대답하되내가찾았노라네가스스로팔려

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였으므로 21여호와의말씀

이내가재앙을네게내려너를쓸어버리되네게속한

남자는이스라엘가운데매인자나놓인자를다멸할

것이요 22또네집으로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집처

럼되게하고아히야의아들바아사의집처럼되게하

리니이는네가나의노를격동하고이스라엘로범죄

케한까닭이니라하셨고 23이세벨에게대하여도여호

와께서말씀하여가라사대개들이이스르엘성곁에서

이세벨을먹을지라 24아합에게속한자로서성읍에서

죽은자는개들이먹고들에서죽은자는공중의새가

먹으리라하셨느니라하니 25예로부터아합과같이스

스로팔려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한자가없음은저

가그아내이세벨에게충동되었음이라 26저가여호와

께서이스라엘자손앞에서쫓아내신아모리사람의

모든행한것같이우상에게복종하여심히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아합이이모든말씀을들을때에그옷

을찢고굵은베로몸을동이고금식하고굵은베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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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행보도천천히한지라 28여호와의말씀이디셉

사람엘리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 29아합이내앞에서

겸비함을네가보느냐저가내앞에서겸비함을인하

여내가재앙을저의시대에내리지아니하고그아들

의시대에야그집에재앙을내리리라하셨더라

22아람과이스라엘사이에전쟁이없이삼년을지내

었더라 2제삼년에유다왕여호사밧이이스라엘왕에

게내려가매 3이스라엘왕이그신복에게이르되길르

앗라못은본래우리의것인줄을너희가알지못하느

냐우리가어찌아람왕의손에서취하지아니하고잠

잠히있으리요하고 4여호사밧에게이르되당신은나

와함께길르앗라못으로가서싸우시겠느뇨여호사밧

이이스라엘왕에게이르되나는당신과일반이요내

백성은당신의백성과일반이요내말들도당신의말

들과일반이니이다 5여호사밧이또이스라엘왕에게

이르되청컨대먼저여호와의말씀이어떠하신지물어

보소서 6이스라엘왕이이에선지자사백인쯤모으고

저희에게이르되내가길르앗라못에가서싸우랴말

랴저희가가로되올라가소서주께서그성을왕의손

에붙이시리이다 7여호사밧이가로되이외에우리가

물을만한여호와의선지자가여기있지아니하니이까

8이스라엘왕이여호사밧에게이르되오히려이믈라

의아들미가야한사람이있으니저로말미암아여호

와께물을수있으나저는내게대하여길한일은예언

하지아니하고흉한일만예언하기로내가저를미워

하나이다여호사밧이가로되왕은그런말씀을마소서

9이스라엘왕이한내시를불러이르되이믈라의아들

미가야로속히오게하라하니라 10이스라엘왕과유

다왕여호사밧이왕복을입고사마리아문어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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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각기보좌에앉았고모든선지자가그앞에서예

언을하는데 11그나아나의아들시드기야는철로뿔들

을만들어가지고말하되여호와의말씀이왕이이것

들로아람사람을찔러진멸하리라하셨다하고 12모

든선지자도그와같이예언하여이르기를길르앗라

못으로올라가승리를얻으소서여호와께서그성을

왕의손에붙이시리이다하더라 13미가야를부르러간

사자가일러가로되선지자들의말이여출일구하여

왕에게길하게하니청컨대당신의말도저희중한사

람의말처럼길하게하소서 14미가야가가로되여호와

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여호와께서내게말씀하

시는것곧그것을내가말하리라하고 15이에왕에게

이르니왕이저에게이르되미가야야우리가길르앗

라못으로싸우러가랴말랴저가왕께이르되올라가

서승리를얻으소서여호와께서그성을왕의손에붙

이시리이다 16왕이저에게이르되내가몇번이나너로

맹세케하여야네가여호와의이름으로진실한것으로

만내게고하겠느냐 17저가가로되내가보니온이스

라엘이목자없는양같이산에흩어졌는데여호와의

말씀이이무리가주인이없으니각각평안히그집으

로돌아갈것이니라하셨나이다 18이스라엘왕이여호

사밧에게이르되저사람이내게대하여길한것을예

언하지아니하고흉한것을예언하겠다고당신에게말

씀하지아니하였나이까 19미가야가가로되그런즉왕

은여호와의말씀을들으소서내가보니여호와께서

그보좌에앉으셨고하늘의만군이그좌우편에모시

고서있는데 20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누가아합을

꾀어저로길르앗라못에올라가서죽게할꼬하시니

하나는이렇게하겠다하고하나는저렇게하겠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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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21한영이나아와여호와앞에서서말하되내

가저를꾀이겠나이다 22여호와께서저에게이르시되

어떻게하겠느냐가로되내가나가서거짓말하는영

이되어그모든선지자의입에있겠나이다여호와께

서가라사대너는꾀이겠고또이루리라나가서그리

하라하셨은즉 23이제여호와께서거짓말하는영을왕

의이모든선지자의입에넣으셨고또여호와께서왕

에게대하여화를말씀하셨나이다 24그나아나의아들

시드기야가가까이와서미가야의뺨을치며이르되

여호와의영이나를떠나어디로말미암아가서네게

말씀하더냐 25미가야가가로되네가골방에들어가서

숨는그날에보리라 26이스라엘왕이가로되미가야

를잡아부윤아몬과왕자요아스에게로끌고돌아가

서 27말하기를왕의말씀이이놈을옥에가두고내가

평안히돌아올때까지고생의떡과고생의물로먹이

라하라 28미가야가가로되왕이참으로평안히돌아

오시게될진대여호와께서나로말씀하지아니하셨으

리이다또가로되너희백성들아다들을지어다하니

라 29이스라엘왕과유다왕여호사밧이길르앗라못

으로올라가니라 30이스라엘왕이여호사밧에게이르

되나는변장하고군중으로들어가려하노니당신은

왕복을입으소서하고이스라엘왕이변장하고군중으

로들어가니라 31아람왕이그병거의장관삼십이인

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는작은자나큰자나더불

어싸우지말고오직이스라엘왕과싸우라한지라 32

병거의장관들이여호사밧을보고이르되이가필연

이스라엘왕이라하고돌이켜저와싸우려한즉여호

사밧이소리지르는지라 33병거의장관들이저가이스

라엘왕이아님을보고쫓기를그치고돌이켰더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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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우연히활을당기어이스라엘왕의갑옷솔

기를쏜지라왕이그병거모는자에게이르되내가부

상하였으니네손을돌이켜나로군중에서나가게하

라하였으나 35이날에전쟁이맹렬하였으므로왕이병

거가운데붙들려서서아람사람을막다가저녁에이

르러죽었는데상처의피가흘러병거바닥에고였더

라 36해가질즈음에군중(軍中)에서외치는소리있어

가로되각기성읍으로각기본향으로하더라 37왕이

이미죽으매그시체를메어사마리아에이르러거기

장사하니라 38그병거를사마리아못에씻으매개들이

그피를핥았으니여호와의하신말씀과같이되었더

라거기는창기들의목욕하는곳이었더라 39아합의남

은행적과무릇그행한일과그건축한상아궁과그건

축한모든성은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

니하였느냐 40아합이그열조와함께자매그아들아

하시야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41이스라엘왕아합

제사년에아사의아들여호사밧이유다왕이되니 42

여호사밧이왕이될때에나이삼십오세라예루살렘

에서이십오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아수

바라실히의딸이더라 43여호사밧이이스라엘왕으로

더불어평화하니라 44여호사밧의남은사적과그베푼

권세와그어떻게전쟁한것은다유다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45저가그부친아사의시대에

남아있던남색(男色)하는자를그땅에서쫓아내었더

라 46그때에에돔에는왕이없고섭정왕이있었더라

47여호사밧이다시스의선척을제조하고오빌로금을

취하러보내려하였더니그배가에시온게벨에서파선

하였으므로가지못하게되매 48아합의아들아하시야

가여호사밧에게이르되나의종으로당신의종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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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배에가게하라하나여호사밧이허락지아니하였

더라 49여호사밧이그열조와함께자매그조상다윗

성에그열조와함께장사되고그아들여호람이대신

하여왕이되니라 50유다왕여호사밧제십칠년에아

합의아들아하시야가사마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되

어이년을이스라엘을다스리니라 51저가여호와보시

기에악을행하여그아비의길과그어미의길과이스

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길로행하

며 52바알을섬겨숭배하여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

노를격동하기를그아비의온갖행위같이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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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아합이죽은후에모압이이스라엘을배반하였더라

2아하시야가사마리아에있는그다락난간에서떨어

져병들매사자를보내며저희더러이르되 `가서에그

론의신바알세붑에게이병이낫겠나물어보라' 하니

라 3여호와의사자가디셉사람엘리야에게이르시되

`너는일어나올라가서사마리아왕의사자를만나서

저에게이르기를이스라엘에하나님이없어서너희가

에그론의신바알세붑에게물으러가느냐 4그러므로

여호와의말씀이네가올라간침상에서내려오지못할

지라네가반드시죽으리라하셨다하라' 엘리야가이

에가니라 5사자들이왕에게돌아오니왕이이르되

`너희는어찌하여돌아왔느냐' 6저희가고하되 `한사

람이올라와서우리를만나이르되너희는너희를보

낸왕에게로돌아가서저에게고하기를여호와의말씀

이이스라엘에하나님이없어서네가에그론의신바

알세붑에게물으려고보내느냐그러므로네가올라간

침상에서내려오지못할지라네가반드시죽으리라하

셨다하라하더이다' 7왕이저희에게이르되 `올라와

서너희를만나이말을너희에게고한그사람의모양

이어떠하더냐' 8저희가대답하되 `그는털이많은사

람인데허리에가죽띠를띠었더이다'왕이가로되 `그

는디셉사람엘리야로다' 9이에오십부장과그오십

인을엘리야에게로보내매저가엘리야에게로올라가

서본즉산꼭대기에앉았는지라저가엘리야에게이르

되하나님의사람이여왕의말씀이내려오라하셨나이

다 10엘리야가오십부장에게대답하여가로되 `내가

만일하나님의사람이면불이하늘에서내려와서너와

너의오십인을사를지로다' 하매불이곧하늘에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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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서저와그오십인을살랐더라 11왕이다시다른

오십부장과그오십인을엘리야에게로보내니저가엘

리야에게일러가로되하나님의사람이여왕의말씀이

속히내려오라하셨나이다 12엘리야가저희에게대답

하여가로되 `내가만일하나님의사람이면불이하늘

에서내려와서너와너의오십인을사를지로다'하매

하나님의불이곧하늘에서내려와서저와그오십인

을살랐더라 13왕이세번째오십부장과그오십인을

보낸지라세째오십부장이올라가서엘리야의앞에이

르러꿇어엎드려간구하여가로되하나님의사람이여

원컨대나의생명과당신의종인이오십인의생명을

당신은귀히보소서 14불이하늘에서내려와서전번의

오십부장둘과그오십인들을살랐거니와나의생명을

당신은귀히보소서하매 15여호와의사자가엘리야에

게이르되 `너는저를두려워말고함께내려가라'하신

지라엘리야가곧일어나저와함께내려와서왕에게

이르러 16고하되 `여호와의말씀이네가사자를보내

어에그론의신바알세붑에게물으려하니이스라엘에

그말을물을만한하나님이없음이냐그러므로네가

그올라간침상에서내려오지못할지라네가반드시

죽으리라하셨다' 하니라 17왕이엘리야의전한여호

와의말씀대로죽고저가아들이없으므로여호람이

대신하여왕이되니유다왕여호사밧의아들여호람

의제이년이었더라 18아하시야의남은사적은모두

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여호와께서회리바람으로엘리야를하늘에올리고

자하실때에엘리야가엘리사로더불어길갈에서나

가더니 2엘리야가엘리사에게이르되 `청컨대너는여

기머물라여호와께서나를벧엘로보내시느니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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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가가로되 `여호와의사심과당신의혼의삶을가

리켜맹세하노니내가당신을떠나지아니하겠나이다'

이에두사람이벧엘로내려가니 3벧엘에있는선지자

의생도들이엘리사에게로나아와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당신의선생을당신의머리위로취하실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아노니너희는잠잠하라' 4엘

리야가저에게이르되 `엘리사야청컨대너는여기머

물라여호와께서나를여리고로보내시느니라' 엘리사

가가로되 `여호와의사심과당신의혼의삶을가리켜

맹세하노니내가당신을떠나지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라저희가여리고에이르매 5여리고에있는선지자의

생도들이엘리사에게나아와이르되 `여호와께서오늘

날당신의선생을당신의머리위로취하실줄을아나

이까' 엘리사가가로되 `나도아노니너희는잠잠하라'

6엘리야가또엘리사에게이르되 `청컨대너는여기

머물라여호와께서나를요단으로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사심과당신의혼의삶을가리켜맹

세하노니내가당신을떠나지아니하겠나이다'이에

두사람이행하니라 7선지자의생도오십인이가서멀

리서서바라보매그두사람이요단가에섰더니 8엘

리야가겉옷을취하여말아물을치매물이이리저리

갈라지고두사람이육지위로건너더라 9건너매엘리

야가엘리사에게이르되 `나를네게서취하시기전에

내가네게어떻게할것을구하라'엘리사가가로되 `당

신의영감이갑절이나내게있기를구하나이다' 10가

로되 `네가어려운일을구하는도다그러나나를네게

서취하시는것을네가보면그일이네게이루려니와

그렇지않으면이루지아니하리라' 하고 11두사람이

행하며말하더니홀연히불수레와불말들이두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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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고엘리야가회리바람을타고승천하더라 12엘리

사가보고소리지르되 `내아버지여내아버지여이스

라엘의병거와그마병이여' 하더니다시보이지아니

하는지라이에엘리사가자기의옷을잡아둘에찢고

13엘리야의몸에서떨어진겉옷을주워가지고돌아와

서요단언덕에서서 14엘리야의몸에서떨어진그겉

옷을가지고물을치며가로되 `엘리야의하나님여호

와는어디계시니이까' 하고저도물을치매물이이리

저리갈라지고엘리사가건너니라 15맞은편여리고에

있는선지자의생도들이저를보며말하기를 `엘리야

의영감(靈感)이엘리사의위에머물렀다' 하고가서

저를영접하여그앞에서땅에엎드리고 16가로되 `당

신의종들에게용사오십인이있으니청컨대저희로

가서당신의주를찾게하소서염려컨대여호와의신

이저를들어가다가어느산에나어느골짜기에던지

셨을까하나이다' 엘리사가가로되 `보내지말라' 하나

17무리가저로부끄러워하도록강청하매보내라한지

라저희가오십인을보내었더니사흘을찾되발견하지

못하고 18엘리사가여리고에머무는중에무리가저에

게돌아오니엘리사가저희에게이르되 `내가가지말

라고너희에게이르지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9그

성사람들이엘리사에게고하되 `우리주께서보시는

바와같이이성읍의터는아름다우나물이좋지못하

므로토산이익지못하고떨어지나이다' 20엘리사가

가로되 `새그릇에소금을담아내게로가져오라'하매

곧가져온지라 21엘리사가물근원으로나아가서소금

을그가운데던지며가로되 `여호와의말씀이내가이

물을고쳤으니이로좇아다시는죽음이나토산이익

지못하고떨어짐이없을지니라하셨느니라'하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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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엘리사의말과같이고쳐져서오늘날에이르

렀더라 23엘리사가거기서벧엘로올라가더니길에행

할때에젊은아이들이성에서나와서저를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올라가라대머리여올라가라' 하는

지라 24엘리사가돌이켜저희를보고여호와의이름으

로저주하매곧수풀에서암콤둘이나와서아이들중

에사십이명을찢었더라 25엘리사가거기서부터갈멜

산으로가고거기서사마리아로돌아왔더라

3유다왕여호사밧의십팔년에아합의아들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되어십이년을치리하니

라 2저가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였으나그부모와

같이하지는아니하였으니이는저가그아비의만든

바알의주상을제하였음이라 3그러나저가느밧의아

들여로보암이이스라엘로범하게한그죄를따라행

하고떠나지아니하였더라 4모압왕메사는양을치는

자라새끼양십만의털과수양십만의털을이스라엘

왕에게바치더니 5아합이죽은후에모압왕이이스라

엘왕을배반한지라 6그때에여호람왕이사마리아에

서나가서온이스라엘을점고하고 7또가서유다왕

여호사밧에게보내어이르되 `모압왕이나를배반하

였으니당신은나와함께가서모압을치시겠느뇨' 저

가가로되 `내가올라가리이다나는당신과일반이요

내백성은당신의백성과일반이요내말들도당신의

말들과일반이니이다' 8여호람이가로되 `우리가어

느길로올라가리이까'저가대답하되 `에돔광야길로

니이다' 9이스라엘왕이유다왕과에돔왕으로더불

어행하더니길을둘러행한지칠일에군사와따라가

는생축을먹일물이없는지라 10이스라엘왕이가로

되 `슬프다여호와께서이세왕을불러모아모압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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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붙이려하시는도다' 11여호사밧이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물을만한여호와의선지자가여기없느냐'

이스라엘왕의신복중에한사람이대답하여가로되

`전에엘리야의손에물을붓던사밧의아들엘리사가

여기있나이다' 12여호사밧이가로되 `여호와의말씀

이저에게있도다' 이에이스라엘왕이여호사밧과에

돔왕으로더불어그에게로내려가니라 13엘리사가이

스라엘왕에게이르되 `내가당신과무슨상관이있나

이까당신의부친의선지자들과당신의모친의선지자

들에게로가소서'이스라엘왕이저에게이르되 `그렇

지아니하니이다여호와께서이세왕을불러모아모

압의손에붙이려하시나이다' 14엘리사가가로되 `내

가섬기는만군의여호와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

내가만일유다왕여호사밧의낯을봄이아니면당신

을향하지도아니하고보지도아니하였으리이다 15이

제내게로거문고탈자를불러오소서' 하니라거문고

타는자가거문고를탈때에여호와께서엘리사를감

동하시니 16저가가로되 `여호와의말씀이이골짜기

에개천을많이파라하셨나이다 17여호와께서이르시

기를너희가바람도보지못하고비도보지못하되이

골짜기에물이가득하여너희와너희육축과짐승이

마시리라하셨나이다 18이것은여호와보시기에오히

려작은일이라여호와께서모압사람도당신의손에

붙이시리니 19당신들이모든견고한성과모든아름다

운성을치고모든좋은나무를베고모든샘을메우고

돌로모든좋은밭을헐리이다'하더니 20아침에미쳐

소제드릴때에물이에돔편에서부터흘러와서그땅

에가득하였더라 21모압모든사람이왕들이올라와서

자기를치려한다함을듣고갑옷입을만한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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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상이다모여그경계에섰더라 22아침에모압사

람이일찌기일어나서해가물에비취므로맞은편물

이붉어피와같음을보고 23가로되 `이는피라필연

저왕들이싸워서로죽인것이로다모압사람들아이

제노략하러가자' 하고 24이스라엘진(陣)에이르니

이스라엘사람이일어나모압사람을쳐서그앞에서

도망하게하고그지경에들어가며모압사람을치고

25그성읍을쳐서헐고각기돌을던져모든좋은밭에

가득하게하고모든샘을메우고모든좋은나무를베

고길하라셋의돌들은남기고물맷군이두루다니며

치니라 26모압왕이전세가극렬하여당하기어려움을

보고칼찬군사칠백을거느리고충돌하여지나서에

돔왕에게로가고자하되능히못하고 27이에자기위

를이어왕이될맏아들을취하여성위에서번제를드

린지라이스라엘에게크게통분함이임하매저희가떠

나각기고국으로돌아갔더라

4선지자의생도의아내중에한여인이엘리사에게

부르짖어가로되 `당신의종나의남편이이미죽었는

데당신의종이여호와를경외한줄은당신이아시는

바니이다이제채주가이르러나의두아이를취하여

그종을삼고자하나이다' 2엘리사가저에게이르되

`내가너를위하여어떻게하랴네집에무엇이있는지

내게고하라' 저가가로되 `계집종의집에한병기름

외에는아무것도없나이다' 3가로되 `너는밖에나가

서모든이웃에게그릇을빌라빈그릇을빌되조금빌

지말고 4너는네두아들과함께들어가서문을닫고

그모든그릇에기름을부어서차는대로옮겨놓으라'

5여인이물러가서그두아들과함께문을닫은후에

저희는그릇을그에게로가져오고그는부었더니 6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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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에다찬지라여인이아들에게이르되 `또그릇을내

게로가져오라' 아들이가로되 `다른그릇이없나이다'

하니기름이곧그쳤더라 7그여인이하나님의사람에

게나아가서고한대저가가로되 `너는가서기름을팔

아빚을갚고남은것으로너와네두아들이생활하라'

하였더라 8하루는엘리사가수넴에이르렀더니거기

한귀한여인이저를간권하여음식을먹게한고로엘

리사가그곳을지날때마다음식을먹으러그리로들

어갔더라 9여인이그남편에게이르되항상우리에게

로지나는이사람은하나님의거룩한사람인줄을내

가아노니 10우리가저를위하여작은방을담위에짓

고침상과책상과의자와촛대를진설하사이다저가

우리에게이르면거기유하리이다하였더라 11하루는

엘리사가거기이르러그방에들어가서누웠더니 12

자기사환게하시에게이르되 `이수넴여인을불러오

라' 곧부르매여인이그앞에선지라 13엘리사가자기

사환에게이르되 `너는저에게이르라네가이같이우

리를위하여생각이주밀하도다내가너를위하여어

떻게하랴왕에게나군대장관에게무슨구할것이있느

냐'여인이가로되 `나는내백성중에거하나이다'하

니라 14엘리사가가로되 `그러면저를위하여무엇을

하여야할꼬'게하시가대답하되 `참으로이여인은아

들이없고그남편은늙었나이다' 15가로되 `다시부르

라' 부르매여인이문에서니라 16엘리사가가로되 `돐

이되면네가아들을안으리라'여인이가로되 `아니로

소이다내주하나님의사람이여당신의계집종을속

이지마옵소서' 하니라 17여인이과연잉태하여돐이

돌아오매엘리사의말한대로아들을낳았더라 18그아

이가저으기자라매하루는곡식베는자에게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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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비에게이르렀더니 19그아비에게이르되 `내머

리야내머리야' 하는지라그아비가사환에게명하여

`그어미에게로데려가라' 하매 20곧어미에게로데려

갔더니낮까지어미의무릎에앉았다가죽은지라 21그

어미가올라가서아들을하나님의사람의침상위에

두고문을닫고나와서 22그남편을불러이르되 `청컨

대한사환과한나귀를내게로보내소서내가하나님

의사람에게달려갔다가돌아오리이다' 23그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아니요안식일도아니어늘그대가

오늘날어찌하여저에게나아가고자하느뇨'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24이에나귀에안장을지우고

자기사환에게이르되 `몰아앞으로나아가라내가말

하지아니하거든나의달려가기를천천하게하지말라

' 하고 25드디어갈멜산으로가서하나님의사람에게

로나아가니라하나님의사람이멀리서저를보고자

기사환게하시에게이르되 `저기수넴여인이있도다

26너는달려가서저를맞아이르기를너는평안하냐

네남편이평안하냐아이가평안하냐하라'하였더니

여인이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27산에이르러하나

님의사람에게나아가서그발을안은지라게하시가

가까이와서저를물리치고자하매하나님의사람이

가로되가만두라그중심에괴로움이있다마는여호

와께서내게숨기시고이르지아니하셨도다 28여인이

가로되 `내가내주께아들을구하더이까나를속이지

말라고내가말하지아니하더이까' 29엘리사가게하시

에게이르되 `네허리를묶고내지팡이를손에들고가

라사람을만나거든인사하지말며사람이네게인사

할지라도대답하지말고내지팡이를그아이얼굴에

놓으라' 30아이의어미가가로되 `여호와의사심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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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혼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내가당신을떠

나지아니하리이다'엘리사가이에일어나여인을좇

아가니라 31게하시가저희의앞서가서지팡이를그

아이의얼굴에놓았으나소리도없고듣는모양도없

는지라돌아와서엘리사를맞아가로되아이가깨지

아니하였나이다 32엘리사가집에들어가보니아이가

죽었는데자기의침상에눕혔는지라 33들어가서는문

을닫으니두사람뿐이라엘리사가여호와께기도하

고 34아이의위에올라엎드려자기입을, 그입에자기

눈을, 그눈에자기손을, 그손에대고그몸에엎드리

니아이의살이차차따뜻하더라 35엘리사가내려서

집안에서한번이리저리다니고다시아이위에올라

엎드리니아이가일곱번재채기하고눈을뜨는지라

36엘리사가게하시를불러서 `저수넴여인을불러오

라' 하니곧부르매여인이들어가니엘리사가가로되

`네아들을취하라' 37여인이들어가서엘리사의발앞

에서땅에엎드려절하고아들을안고나가니라 38엘

리사가다시길갈에이르니그땅에흉년이들었는데

선지자의생도가엘리사의앞에앉은지라엘리사가자

기사환에게이르되큰솥을걸고선지자의생도들을

위하여국을끓이라하매 39한사람이채소를캐러들

에나가서야등덩굴을만나그것에서들외를따서옷

자락에채워가지고돌아와서썰어국끓이는솥에넣

되저희는무엇인지알지못한지라 40이에퍼다가무

리에게주어먹게하였더니무리가국을먹다가외쳐

가로되 `하나님의사람이여솥에사망의독이있나이

다' 하고능히먹지못하는지라 41엘리사가가로되 `그

러면가루를가져오라'하여솥에던지고가로되 `퍼다

가무리에게주어먹게하라' 하매이에솥가운데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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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없어지니라 42한사람이바알살리사에서부터와서

처음익은식물곧보리떡이십과또자루에담은채소

를하나님의사람에게드린지라저가가로되무리에게

주어먹게하라 43그사환이가로되 `어찜이니이까이

것을일백명에게베풀겠나이까'하나엘리사는또가

로되 `무리에게주어먹게하라여호와의말씀이무리

가먹고남으리라하셨느니라' 44저가드디어무리앞

에베풀었더니여호와의말씀과같이다먹고남았더

라

5아람왕의군대장관나아만은그주인앞에서크고

존귀한자니이는여호와께서전에저로아람을구원

하게하셨음이라저는큰용사나문둥병자더라 2전에

아람사람이떼를지어나가서이스라엘땅에서작은

계집아이하나를사로잡으매저가나아만의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그주모에게이르되 `우리주인이사마리

아에계신선지자앞에계셨으면좋겠나이다저가그

문둥병을고치리이다' 4나아만이들어가서그주인에

게고하여가로되 `이스라엘땅에서온계집아이의말

이이러이러하더이다' 5아람왕이가로되 `갈지어다

이제내가이스라엘왕에게글을보내리라'나아만이

곧떠날새은십달란트와금육천개와의복열벌을가

지고가서 6이스라엘왕에게그글을전하니일렀으되

`내가내신하나아만을당신에게보내오니이글이당

신에게이르거든당신은그문둥병을고쳐주소서'하

였더라 7이스라엘왕이그글을읽고자기옷을찢으

며가로되 `내가어찌하나님이관대능히사람을죽이

며살릴수있으랴저가어찌하여사람을내게보내어

그문둥병을고치라하느냐너희는깊이생각하고저

왕이틈을타서나로더불어시비하려함인줄알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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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8하나님의사람엘리사가이스라엘왕이자기옷

을찢었다함을듣고왕에게보내어가로되왕이어찌

하여옷을찢었나이까그사람을내게로오게하소서

저가이스라엘중에선지자가있는줄을알리이다 9나

아만이이에말들과병거들을거느리고이르러엘리사

의집문에서니 10엘리사가사자를저에게보내어가

로되 `너는가서요단강에몸을일곱번씻으라네살이

여전하여깨끗하리라' 11나아만이노하여물러가며가

로되 `내생각에는저가내게로나아와서서그하나님

여호와의이름을부르고당처위에손을흔들어문둥

병을고칠까하였도다 12다메섹강아마나와바르발은

이스라엘모든강물보다낫지아니하냐내가거기서

몸을씻으면깨끗하게되지아니하랴' 하고몸을돌이

켜분한모양으로떠나니 13그종들이나아와서말하

여가로되 `내아버지여선지자가당신을명하여큰일

을행하라하였더면행치아니하였으리이까하물며당

신에게이르기를씻어깨끗하게하라함이리이까' 14

나아만이이에내려가서하나님의사람의말씀대로요

단강에일곱번몸을잠그니그살이여전하여어린아

이의살같아서깨끗하게되었더라 15나아만이모든

종자와함께하나님의사람에게로도로와서그앞에

서서가로되내가이제이스라엘외에는온천하에신

이없는줄을아나이다청컨대당신의종에게서예물

을받으소서 16가로되나의섬기는여호와의사심을

가리켜맹세하노니내가받지아니하리라나아만이받

으라강권하되저가고사한지라 17나아만이가로되그

러면청컨대노새두바리에실을흙을당신의종에게

주소서이제부터는종이번제든지다른제든지다른

신에게는드리지아니하고다만여호와께드리겠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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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오직한가지일이있사오니여호와께서당신의

종을사유하시기를원하나이다곧내주인께서림몬의

당에들어가거기서숭배하며내손을의지하시매내

가림몬의당에서몸을굽히오니내가림몬의당에서

몸을굽힐때에여호와께서이일에대하여당신의종을

사유하시기를원하나이다 19엘리사가가로되너는평

안히가라저가엘리사를떠나조금진행하니라 20하

나님의사람엘리사의사환게하시가스스로이르되

내주인이이아람사람나아만에게면하여주고그가

지고온것을그손에서받지아니하였도다여호와의

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내가저를쫓아가서무엇

이든지그에게서취하리라하고 21나아만의뒤를쫓아

가니나아만이자기뒤에달려옴을보고수레에내려

서맞아가로되평안이냐 22저가가로되평안이니이다

우리주인께서나를보내시며말씀하시기를지금선지

자의생도중에두소년이에브라임산지에서부터내

게왔으니청컨대당신은저희에게은한달란트와옷

두벌을주라하시더이다 23나아만이가로되바라건대

두달란트를받으라하고저를억제하여은두달란트

를두전대에넣어매고옷두벌을아울러두사환에게

지우매저희가게하시앞에서지고가니라 24언덕에

이르러는게하시가그물건을두사환의손에서취하

여집에감추고저희를보내어가게한후 25들어가서

그주인앞에서니엘리사가이르되게하시야네가어

디서오느냐대답하되종이아무데도가지아니하였나

이다 26엘리사가이르되그사람이수레에서내려너

를맞을때에내심령이감각되지아니하였느냐지금

이어찌은을받으며옷을받으며감람원이나포도원

이나양이나소나남종이나여종을받을때냐 27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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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나아만의문둥병이네게들어네자손에게미쳐

영원토록이르리라게하시가그앞에서물러나오매

문둥병이발하여눈같이되었더라

6선지자의생도가엘리사에게이르되보소서우리가

당신과함께거한곳이우리에게는좁으니 2우리가요

단으로가서거기서각각한재목을취하여그곳에우

리의거할처소를세우사이다엘리사가가로되가라 3

그하나가가로되청컨대당신도종들과함께하소서

엘리사가가로되내가가리라하고 4드디어저희와함

께가니라무리가요단에이르러나무를베더니 5한

사람이나무를벨때에도끼가자루에서빠져물에떨

어진지라이에외쳐가로되아아내주여이는빌어온

것이니이다 6하나님의사람이가로되어디빠졌느냐

하매그곳을보이는지라엘리사가나무가지를베어

물에던져서도끼로떠오르게하고 7가로되너는취하

라그사람이손을내밀어취하니라 8때에아람왕이

이스라엘로더불어싸우며그신복들과의논하여이르

기를우리가아무데아무데진을치리라하였더니 9하

나님의사람이이스라엘왕에게기별하여가로되왕은

삼가아무곳으로지나가지마소서아람사람이그곳

으로나오나이다 10이스라엘왕이하나님의사람의자

기에게고하여경계한곳으로사람을보내어방비하기

가한두번이아닌지라 11이러므로아람왕의마음이

번뇌하여그신복들을불러이르되우리중에누가이

스라엘왕의내응이된것을내게고하지아니하느냐

12그신복중에하나가가로되우리주왕이여아니로

소이다오직이스라엘선지자엘리사가왕이침실에서

하신말씀이라도이스라엘왕에게고하나이다 13왕이

가로되너희는가서엘리사가어디있나보라내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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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잡으리라혹이왕에게고하여가로되엘리사가

도단에있나이다 14왕이이에말과병거와많은군사

를보내매저희가밤에가서그성을에워쌌더라 15하

나님의사람의수종드는자가일찌기일어나서나가보

니군사와말과병거가성을에워쌌는지라그사환이

엘리사에게고하되아아! 내주여우리가어찌하리이

까 16대답하되두려워하지말라우리와함께한자가

저와함께한자보다많으니라하고 17기도하여가로되

여호와여원컨대저의눈을열어서보게하옵소서하

니여호와께서그사환의눈을여시매저가보니불말

과불병거가산에가득하여엘리사를둘렀더라 18아람

사람이엘리사에게내려오매엘리사가여호와께기도

하여가로되원컨대저무리의눈을어둡게하옵소서

하매엘리사의말대로그눈을어둡게하신지라 19엘

리사가저희에게이르되 `이는그길이아니요이는그

성도아니니나를따라오라내가너희를인도하여너

희의찾는사람에게로나아가리라'하고저희를인도

하여사마리아에이르니라 20사마리아에들어갈때에

엘리사가가로되 `여호와여이무리의눈을열어서보

게하옵소서' 하니여호와께서저희의눈을여시매저

희가보니자기가사마리아가운데있더라 21이스라엘

왕이저희를보고엘리사에게이르되 `내아버지여내

가치리이까내가치리이까' 22대답하되 `치지마소서

칼과활로사로잡은자인들어찌치리이까떡과물을

그앞에두어먹고마시게하고그주인에게로돌려보

내소서' 23왕이위하여식물을많이베풀고저희가먹

고마시매놓아보내니저희가그주인에게로돌아가니

라이로부터아람군사의부대가다시는이스라엘땅

에들어오지못하니라 24이후에아람왕벤하닷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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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군대를모아올라와서사마리아를에워싸니 25아람

사람이사마리아를에워싸므로성중이크게주려서나

귀머리하나에은팔십세겔이요합분태사분일갑에

은다섯세겔이라 26이스라엘왕이성위로통과할때

에한여인이외쳐가로되 `나의주왕이여도우소서'

27왕이가로되 `여호와께서너를돕지아니하시면내

가무엇으로너를도우랴타작마당으로말미암아하겠

느냐포도주틀로말미암아하겠느냐' 28또가로되 `무

슨일이냐'여인이대답하되 `이여인이내게이르기를

네아들을내라우리가오늘날먹고내일은내아들을

먹자하매 29우리가드디어내아들을삶아먹었더니

이튿날에내가이르되네아들을내라우리가먹으리

라하나저가그아들을숨겼나이다' 30왕이그여인의

말을듣고자기옷을찢으니라저가성위로지나갈때

에백성이본즉그속살에굵은베를입었더라 31왕이

가로되 `사밧의아들엘리사의머리가오늘날그몸에

붙어있으면하나님이내게벌위에벌을내리실지로

다' 하니라 32그때에엘리사가그집에앉았고장로들

이저와함께앉았는데왕이자기처소에서사람을보

내었더니그사자가이르기전에엘리사가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이살인한자의자식이내머리를취하

려고사람을보내는것을보느냐너희는보다가사자

가오거든문을닫고문안에들이지말라그주인의발

소리가그뒤에서나지아니하느냐'하고 33무리와말

씀할때에그사자가이르니라왕이가로되 `이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나왔으니어찌더여호와를기다리리

요'

7엘리사가가로되 `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여호

와께서가라사대내일이맘때에사마리아성문에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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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가루한스아에한세겔을하고보리두스아에한

세겔을하리라하셨느니라' 2그때에한장관곧왕이

그손에의지하는자가하나님의사람에게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하늘에창을내신들어찌이런일

이있으리요엘리사가가로되네가네눈으로보리라

그러나그것을먹지는못하리라' 하니라 3성문어귀에

문둥이네사람이있더니서로말하되 `우리가어찌하

여여기앉아서죽기를기다리랴 4우리가성에들어가

자고할지라도성중은주리니우리가거기서죽을것

이요여기앉아있어도죽을지라그런즉우리가가서

아람군대에게항복하자저희가우리를살려두면살

려니와우리를죽이면죽을따름이라'하고 5아람진

으로가려하여황혼에일어나서아람진가에이르러

본즉그곳에한사람도없으니 6이는주께서아람군

대로병거소리와말소리와큰군대의소리를듣게하

셨으므로아람사람이서로말하기를이스라엘왕이

우리를치려하여헷사람의왕들과애굽왕들에게값

을주고저희로우리에게오게하였다하고 7황혼에

일어나서도망하되그장막과말과나귀를버리고진

을그대로두고목숨을위하여도망하였음이라 8그문

둥이들이진가에이르자한장막에들어가서먹고마

시고거기서은과금과의복을가지고가서감추고다

시와서다른장막에들어가서거기서도가지고가서

감추니라 9문둥이가서로말하되우리의소위가선치

못하도다오늘날은아름다운소식이있는날이어늘우

리가잠잠하고있도다만일밝은아침까지기다리면

벌이우리에게미칠지니이제떠나왕궁에가서고하

자하고 10드디어가서성문지기를불러고하여가로

되우리가아람진에이르러보니거기한사람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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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소리도없고오직말과나귀만매여있고장막

들이그대로있더이다 11저가문지기들을부르매저희

가왕궁에있는자에게고하니 12왕이밤에일어나그

신복들에게이르되아람사람이우리에게행한것을

내가너희에게알게하노니저희가우리의주린것을

아는고로그진을떠나서들에매복하고스스로이르

기를저희들이성에서나오거든우리가사로잡고성에

들어가겠다한것이니라 13그신복중하나가대답하여

가로되청컨대아직성중에남아있는말다섯필을취

하고사람을보내어정탐하게하소서이말들이성중

에남아있는이스라엘온무리곧멸망한이스라엘온

무리와같으니이다하고 14저희가병거둘과그말을

취한지라왕이아람군대뒤로보내며가서정탐하라

하였더니 15저희가그뒤를따라요단에이른즉아람

사람이급히도망하느라고버린의복과군물이길에

가득하였더라사자가돌아와서왕에게고하매 16백성

들이나가서아람사람의진을노략한지라이에고운

가루한스아에한세겔이되고보리두스아에한세겔

이되니여호와의말씀과같이되었고 17왕이그손에

의지하였던그장관을세워성문을지키게하였더니

백성이성문에서저를밟으매하나님의사람의말대로

죽었으니곧왕이내려왔을때에그의한말대로라 18

일찌기하나님의사람이왕에게고하여이르기를내일

이맘때에사마리아성문에서보리두스아에한세겔

을하고고운가루한스아에한세겔을하리라한즉 19

그때에이장관이하나님의사람에게대답하여가로

되여호와께서하늘에창을내신들어찌이일이있으

랴하매대답하기를네가네눈으로보리라그러나그

것을먹지는못하리라하였더니 20그장관에게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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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으되곧백성이성문에서저를밟으매죽었더

라

8엘리사가이전에아들을다시살려준여인에게이르

되너는일어나서네권속과함께거할만한곳으로가

서거하라여호와께서기근을명하셨으니그대로이

땅에칠년동안임하리라 2여인이일어나서하나님의

사람의말대로행하여그권속과함께가서블레셋사

람의땅에칠년을우거하다가 3칠년이다하매여인이

블레셋사람의땅에서돌아와서자기집과전토를위

하여호소하려하여왕에게나아갔더라 4때에왕이하

나님의사람의사환게하시와서로말씀하며가로되

너는엘리사의행한모든큰일을내게고하라하니 5

게하시가곧엘리사가죽은자를다시살린일을왕에

게이야기할때에그다시살린아이의어미가자기집

과전토를위하여왕에게호소하는지라게하시가가로

되내주왕이여이는그여인이요저는그아들이니

곧엘리사가다시살린자니이다 6왕이그여인에게

물으매여인이고한지라왕이저를위하여한관리를

임명하여가로되무릇이여인에게속한것과이땅에

서떠날때부터이제까지그밭의소출을다돌려주라

하였더라 7엘리사가다메섹에갔을때에아람왕벤하

닷이병들었더니혹이왕에게고하여가로되하나님의

사람이여기이르렀나이다 8왕이하사엘에게이르되

너는손에예물을가지고가서하나님의사람을맞고

저로말미암아여호와께나의이병이낫겠나물으라 9

하사엘이드디어맞으러갈새다메섹모든아름다운

물품으로예물을삼아가지고약대사십에싣고나아가

서저의앞에서서가로되당신의아들아람왕벤하닷

이나를당신에게보내어가로되나의이병이낫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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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까하더이다 10엘리사가가로되너는가서저에게

고하기를왕이정녕나으리라하라그러나여호와께서

저가정녕죽으리라고내게알게하셨느니라하고 11

하나님의사람이저가부끄러워하기까지쏘아보다가

우니 12하사엘이가로되내주여어찌하여우시나이까

대답하되네가이스라엘자손에게행할모든악을내

가앎이라네가저희성에불을놓으며장정을칼로죽

이며어린아이를메어차며아이밴부녀를가르리라

13하사엘이가로되당신의개같은종이무엇이관대

이런큰일을행하오리이까엘리사가대답하되여호와

께서네가아람왕이될것을내게알게하셨느니라 14

저가엘리사를떠나가서그주인에게나아가니왕이

묻되엘리사가네게무슨말을하더냐대답하되저가

내게이르기를왕이정녕나으시리라하더이다 15그

이튿날에하사엘이이불을물에적시어왕의얼굴에

덮으매왕이죽은지라저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16

이스라엘왕아합의아들요람제오년에유다왕여호

사밧이오히려위에있을때에그아들여호람이왕이

되니라 17여호람이위에나아갈때에나이삼십이세

라예루살렘에서팔년을치리하니라 18저가이스라엘

왕들의길로행하여아합의집과같이하였으니이는

아합의딸이그아내가되었음이라저가여호와보시

기에악을행하였으나 19여호와께서그종다윗을위

하여유다멸하기를즐겨하지아니하셨으니이는저와

그자손에게항상등불을주겠다고허하셨음이더라 20

여호람때에에돔이배반하여유다의수하에서벗어나

자기위에왕을세운고로 21여호람이모든병거를거

느리고사일로갔더니밤에일어나자기를에워싼에

돔사람과그병거의장관들을치니이에백성이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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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각각그장막으로돌아갔더라 22이와같이에돔

이배반하여유다의수하에서벗어났더니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그때에립나도배반하였더라 23여호람

의남은사적과그행한모든일은유다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4여호람이그열조와함께자

매그열조들과함께다윗성에장사되고그아들아하

시야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25이스라엘왕아합의

아들요람제십이년에유다왕여호람의아들아하시

야가왕이되니 26아하시야가위에나아갈때에나이

이십이세라예루살렘에서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

의이름은아달랴라이스라엘왕오므리의손녀더라

27아하시야가아합의집길로행하여아합의집과같

이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였으니저는아합의집

의사위가되었음이러라 28저가아합의아들요람과

함께길르앗라못으로가서아람왕하사엘로더불어

싸우더니아람사람들이요람을상하게한지라 29요람

왕이아람왕하사엘과싸울때에라마에서아람사람

에게맞아상한것을치료하려하여이스르엘로돌아

왔더라아합의아들요람이병이있으므로유다왕여

호람의아들아하시야가이스르엘에내려가서방문하

였더라

9선지자엘리사가선지자의생도중하나를불러이

르되너는허리를동이고이기름병을손에가지고길

르앗라못으로가라 2거기이르거든님시의손자여호

사밧의아들예후를찾아들어가서그형제중에서일

어나게하고데리고골방으로들어가서 3기름병을가

지고그머리에부으며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이내

가네게기름을부어이스라엘왕을삼노라하셨느니

라하고곧문을열고도망하되지체치말지니라 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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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곧소년선지자가드디어길르앗라못으로가니

라 5저가이르러보니군대장관들이앉았는지라소년

이가로되 `장관이여내가당신에게할말씀이있나이

다'예후가가로되 `우리모든사람중에뉘게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당신에게니이다' 6예후가일어나

집으로들어가니소년이그머리에기름을부으며이

르되 `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말씀이내가네게기

름을부어여호와의백성곧이스라엘의왕을삼노니 7

너는네주아합의집을치라내가나의종곧선지자들

의피와여호와의종들의피를이세벨에게갚아주리라

8아합의온집이멸망하리니이스라엘중에매인자나

놓인자나아합에게속한모든남자는내가다멸절하

되 9아합의집을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집과같게

하며또아히야의아들바아사의집과같게할지라 10

이스르엘지방에서개들이이세벨을먹으리니저를장

사할사람이없으리라하셨느니라' 하고곧문을열고

도망하니라 11예후가나와서그주의신복들에게이르

니한사람이묻되평안이뇨그미친자가무슨까닭으

로그대에게왔더뇨대답하되그대들이그사람과그

말한것을알리라 12무리가가로되당치않은말이라

그대는우리에게이르라대답하되저가이리이리내

게말하여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이내가네게기름

을부어이스라엘왕을삼는다하셨다하더라 13무리

가각각자기의옷을급히취하여섬돌위곧예후의밑

에깔고나팔을불며가로되예후는왕이라하니라 14

이에님시의손자여호사밧의아들예후가요람을배

반하였으니곧요람이온이스라엘로더불어아람왕

하사엘을인하여길르앗라못을지키다가 15아람왕

하사엘로더불어싸울때에아람사람에게상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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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려하여이스르엘로돌아왔던때라예후가이르

되너희뜻에합당하거든한사람이라도이성에서도

망하여이스르엘에전하러가지못하게하라하니라

16예후가병거를타고이스르엘로가니요람이거기

누웠음이라유다왕아하시야는요람을보러내려왔더

라 17이스르엘망대에파숫군하나가섰더니예후의

무리의오는것을보고가로되내가한무리를보나이

다요람이가로되한사람을말을태워보내어맞아평

안이냐묻게하라 18한사람이말을타고가서만나가

로되왕의말씀이평안이냐하시더이다하매예후가

가로되평안이네게상관이있느냐내뒤로돌이키라

하니라파숫군이고하여가로되사자가저희에게갔으

나돌아오지아니하나이다하는지라 19다시한사람을

말을태워보내었더니저희에게가서가로되왕의말

씀이평안이냐하시더이다하매예후가가로되평안이

네게상관이있느냐내뒤로돌이키라하니라 20파숫

군이또고하여가로되저도저희에게까지갔으나돌

아오지아니하고그병거모는것이님시의손자예후

의모는것같이미치게모나이다 21요람이가로되메

우라하매그병거를메운지라이스라엘왕요람과유

다왕아하시야가각각그병거를타고가서예후를맞

을새이스르엘사람나봇의토지에서만나매 22요람이

예후를보고가로되예후야평안이냐대답하되네어

미이세벨의음행과술수가이렇게많으니어찌평안

이있으랴 23요람이곧손을돌이켜도망하며아하시

야에게이르되아하시야여반역이로다 24예후가힘을

다하여활을당기어요람의두팔사이를쏘니살이그

염통을꿰뚫고나오매저가병거가운데엎드러진지라

25예후가그장관빗갈에게이르되그시체를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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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르엘사람나봇의밭에던지라네가기억하려니와

이전에너와내가함께타고그아비아합을좇았을때

에여호와께서이아래같이저의일을예언하셨느니

라 26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내가어젯날에나봇의

피와그아들들의피를분명히보았노라또말씀하시

기를이토지에서네게갚으리라하셨으니그런즉여

호와의말씀대로그시체를취하여이밭에던질지니

라 27유다왕아하시야가이를보고동산정자길로도

망하니예후가쫓아가며이르되저도병거가운데서

죽이라하매이블르암가까운구르비탈에서치니저

가므깃도까지도망하여거기서죽은지라 28그신복들

이저를병거에싣고예루살렘에이르러다윗성에서

그열조와함께그묘실에장사하니라 29아합의아들

요람의십일년에아하시야가유다왕이되었었더라

30예후가이스르엘에이르니이세벨이듣고눈을그리

고머리를꾸미고창에서바라보다가 31예후가문에

들어오매가로되주인을죽인너시므리여평안하냐

32예후가얼굴을들어창을향하고가로되내편이될

자가누구냐누구냐하니두어내시가예후를내다보

는지라 33가로되저를내려던지라하니내려던지매그

피가담과말에게뛰더라예후가그시체를밟으니라

34예후가들어가서먹고마시고가로되가서이저주

받은계집을찾아장사하라저는왕의딸이니라하매

35가서장사하려한즉그두골과발과손바닥외에는

찾지못한지라 36돌아와서고한대예후가가로되이는

여호와께서그종디셉사람엘리야로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이스르엘토지에서개들이이세벨의고기

를먹을지라 37그시체가이스르엘토지에서거름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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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밭면에있으리니이것이이세벨이라고가리켜말

하지못하게되리라하셨느니라

10아합의아들칠십인이사마리아에있는지라예후

가편지들을써서사마리아에보내어이스르엘방백

곧장로들과아합의여러아들을교육하는자들에게

전하니일렀으되 2너희주의아들들이너희와함께있

고또병거와말과견고한성과병기가너희에게있으

니이편지가너희에게이르거든 3너희주의아들들

중에서가장어질고정직한자를택하여그아비의위

에두고너희주의집을위하여싸우라하였더라 4저

희가심히두려워하여가로되두왕이저를당치못하

였거든우리가어찌당하리요하고 5궁내대신과부윤

과장로들과왕자를교육하는자들이예후에게말을

전하여가로되우리는당신의종이라무릇명하는것

을우리가행하고아무사람이든지왕으로세우지아

니하리니당신의소견에좋은대로행하라한지라 6예

후가다시저희에게편지를부치니일렀으되만일너

희가내편이되어내말을들으려거든너희주의아들

된사람들의머리를취하고내일이맘때에이스르엘에

이르러내게나아오라하였더라왕자칠십인이성중에

서그교육하는존귀한자들과함께있는중에 7편지

가이르매저희가왕자칠십인을잡아몰수히죽이고

그머리를광주리에담아이스르엘예후에게로보내니

라 8사자가와서예후에게고하여가로되무리가왕자

들의머리를가지고왔나이다가로되두무더기로쌓

아내일아침까지문어귀에두라하고 9이튿날아침

에저가나가서서뭇백성에게이르되너희는의롭도

다나는내주를배반하여죽였거니와이여러사람을

죽인자는누구냐 10그런즉너희는알라곧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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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합의집에대하여하신말씀은하나도땅에떨어

지지아니하리라여호와께서그종엘리야로하신말

씀을이제이루셨도다하니라 11예후가무릇아합의

집에속한이스르엘에남아있는자를다죽이고또그

존귀한자와가까운친구와제사장들을죽이되저에게

속한자를하나도남기지아니하였더라 12예후가일어

나서사마리아로가더니노중에목자가양털깎는집

에이르러 13유다왕아하시야의형제들을만나묻되

너희는누구냐대답하되우리는아하시야의형제라이

제왕자들과태후의아들들에게문안하러내려가노라

14가로되사로잡으라하매곧사로잡아목자가양털

깎는집웅덩이곁에서죽이니사십이인이하나도남

지아니하였더라 15예후가거기서떠나가다가레갑의

아들여호나답이맞으러오는것을만난지라그안부

를묻고가로되내마음이네마음을향하여진실함과

같이네마음도진실하냐여호나답이대답하되그러하

니이다가로되그러면나와손을잡자손을잡으니예

후가끌어병거에올리며 16가로되나와함께가서여

호와를위한나의열심을보라하고이에자기병거에

태우고 17사마리아에이르러거기남아있는바아합에

게속한자를죽여진멸하였으니여호와께서엘리야에

게이르신말씀과같이되었더라 18예후가뭇백성을

모으고이르되아합은바알을조금섬겼으나예후는

많이섬기리라 19그러므로내가이제큰제사를바알

에게드리고자하노니바알의모든선지자와모든섬

기는자와모든제사장들을한사람도빠치지말고불

러내게로나오게하라무릇오지아니하는자는살리

지아니하리라하니이는예후가바알섬기는자를멸

하려하여궤계를씀이라 20예후가바알을위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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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거룩히열라하매드디어공포하였더라 21예후가

온이스라엘에두루보내었더니무릇바알을섬기는

사람이하나도빠진자가없이다이르렀고무리가바

알의당에들어가매이편부터저편까지가득하였더라

22예후가예복맡은자에게이르되예복을내어다가

무릇바알섬기는자에게주라하매저희에게로예복

을가져온지라 23예후가레갑의아들여호나답으로더

불어바알의당에들어가서바알을섬기는자에게이

르되너희는살펴보아바알을섬기는자만여기있게

하고여호와의종은하나도너희중에있지못하게하

라하고 24무리가번제와다른제사를드리려고들어

간때에예후가팔십인을밖에두며이르되내가너희

손에붙이는사람을한사람이라도도망하게하는자

는자기의생명으로그사람의생명을대신하리라하

니라 25번제드리기를다하매예후가호위병과장관들

에게이르되들어가서한사람도나가지못하게하고

죽이라하매호위병과장관들이칼로저희를죽여밖

에던지고 26바알의당있는성으로가서바알의당에

서목상들을가져다가불사르고 27바알의목상을헐며

바알의당을훼파하여변소를만들었더니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8예후가이와같이이스라엘중에서바알을

멸하였으나 29이스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여로

보암의죄곧벧엘과단에있는금송아지를섬기는죄

에서는떠나지아니하였더라 30여호와께서예후에게

이르시되네가나보기에정직한일을행하되잘행하

여내마음에있는대로아합집에다행하였은즉네자

손이이스라엘왕위를이어사대를지나리라하시니라

31그러나예후가전심으로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

율법을지켜행하지아니하며여로보암이이스라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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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게한그죄에서떠나지아니하였더라 32이때에

여호와께서비로소이스라엘을찢으시매하사엘이그

사방을치되 33요단동편길르앗온땅곧갓사람과르

우벤사람과므낫세사람의땅아르논골짜기에있는

아로엘에서부터길르앗과바산까지하였더라 34예후

의남은사적과무릇행한일과모든권세는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35예후가그열

조와함께자매사마리아에장사되고그아들여호아

하스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36예후가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다스린햇수는이십팔년이더라

11아하시야의모친아달랴가그아들의죽은것을보

고일어나왕의씨를진멸하였으나 2요람왕의딸아

하시야의누이여호세바가아하시야의아들요아스를

왕자들의죽임을당하는중에서도적하여내고저와

그유모를침실에숨겨아달랴를피하여죽임을당치

않게한지라 3요아스가저와함께여호와의전에육년

을숨어있는동안에아달랴가나라를다스렸더라 4제

칠년에여호야다가보내어가리사람의백부장들과호

위병의백부장들을불러데리고여호와의전으로들어

가서저희와언약을세우고저희로여호와의전에서

맹세케한후에왕자를보이고 5명하여가로되너희

의행할것이이러하니안식일에입번한너희중삼분

일은왕궁을주의하여지키고 6삼분일은수르문에있

고삼분일은호위대뒤에있는문에있어서이와같이

왕궁을주의하여지켜방어하고 7안식일에출번하는

너희중두대는여호와의전을주의하여지켜왕을호

위하되 8너희는각각손에병기를잡고왕을호위하며

무릇너희반열을침범하는자는죽이고왕의출입할

때에시위할지니라 9백부장들이이에제사장여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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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모든명대로행하여각기관할하는바안식일에

입번할자와출번할자를거느리고제사장여호야다에

게나아오매 10제사장이여호와의전에있는다윗왕의

창과방패를백부장들에게주니 11호위병이각각손에

병기를잡고왕을호위하되전우편에서부터전좌편

까지단과전곁에서고 12여호야다가왕자를인도하

여내어면류관을씌우며율법책을주고기름을부어

왕을삼으매무리가박수하며왕의만세를부르니라

13아달랴가호위병과백성의소리를듣고여호와의전

에들어가서백성에게이르러 14보매왕이규례대로

대위에섰고장관들과나팔수가왕의곁에모셨으며

온국민이즐거워하여나팔을부는지라아달랴가옷을

찢으며외치되반역이로다반역이로다하매 15제사장

여호야다가군대를거느린백부장들에게명하여가로

되반열밖으로몰아내라무릇저를따르는자는칼로

죽이라하니제사장의이말은여호와의전에서는저

를죽이지말라함이라 16이에저의길을열어주매저

가왕궁말다니는길로통과하다가거기서죽임을당

하였더라 17여호야다가왕과백성으로여호와와언약

을세워여호와의백성이되게하고왕과백성사이에

도언약을세우게하매 18온국민이바알의당으로가

서그당을훼파하고그단들과우상들을깨뜨리고그

단앞에서바알의제사장맛단을죽이니라제사장이

관리들을세워여호와의전을수직하게하고 19또백

부장들과가리사람과호위병과온국민을거느리고

왕을인도하여여호와의전에서내려와서호위병의문

길로말미암아왕궁에이르매저가왕의보좌에앉으

니 20온국민이즐거워하고성중이평온하더라아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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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무리가왕궁에서칼로죽였었더라 21요아스가위에

나아갈때에나이칠세였더라

12예후의칠년에요아스가위에올라예루살렘에서

사십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시비아라브엘

세바사람이더라 2요아스가제사장여호야다의교훈

을받을동안에여호와보시기에정직히행하였으되 3

오직산당을제하지아니하였으므로백성이오히려산

당에서제사하며분향하였더라 4요아스가제사장들

에게이르되무릇여호와의전에거룩하게하여드리

는은곧사람의통용하는은이나각사람의몸값으로

드리는은이나자원하여여호와의전에드리는모든

은을 5제사장들이각각아는자에게서받아들여서전

의어느곳이든지퇴락한것을보거든그것으로수리

하라하였더니 6요아스왕이십삼년에이르도록제사

장들이오히려전의퇴락한데를수리하지아니하였는

지라 7요아스왕이대제사장여호야다와제사장들을

불러서이르되너희가어찌하여전의퇴락한데를수

리하지아니하였느냐이제부터는너희아는사람에게

서은을받지말고저희로전퇴락한데를위하여드리

게하라 8제사장들이다시는백성에게은을받지도아

니하고전퇴락한것을수리하지도아니하기로응락하

니라 9제사장여호야다가한궤를취하여그뚜껑에

구멍을뚫어여호와의전문어귀우편곧단옆에두매

무릇여호와의전에가져오는은을다문을지키는제

사장들이그궤에넣더라 10이에그궤가운데은이많

은것을보면왕의서기와대제사장이올라와서여호

와의전에있는대로그은을계수하여봉하고 11그달

아본은을일하는자곧여호와의전을맡은자의손에

붙이면저희는또여호와의전을수리하는목수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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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자들에게주고 12또미장이와석수에게주고

또여호와의전퇴락한데를수리할재목과다듬은돌

을사게하며그전을수리할모든물건을위하여쓰게

하였으되 13여호와의전에드린그은으로그전의은

대접이나불집게나주발이나나팔이나아무금그릇이

나은그릇을만들지아니하고 14오직그은을일하는

자에게주어그것으로여호와의전을수리하게하였으

며 15또그은을받아일군에게주는사람들과회계하

지아니하였으니이는성실히일을하였음이라 16속건

제의은과속죄제의은은여호와의전에드리지아니

하고제사장에게돌렸더라 17때에아람왕하사엘이

올라와서가드를쳐서취하고예루살렘을향하여올라

오고자한고로 18유다왕요아스가그열조유다왕여

호사밧과여호람과아하시야가구별하여드린모든성

물과자기가구별하여드린성물과여호와의전곳간

과왕궁에있는금을다취하여아람왕하사엘에게보

내었더니하사엘이예루살렘에서떠나갔더라 19요아

스의남은사적과그모든행한것은유다왕역대지략

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0요아스의신복들이일어

나서모반하여실라로내려가는길가의밀로궁에서

저를죽였고 21저를쳐서죽인신복은시므앗의아들

요사갈과소멜의아들여호사바드이었더라저는다윗

성에그열조와함께장사되고그아들아마샤가대신

하여왕이되니라

13유다왕아하시야의아들요아스의이십삼년에예

후의아들여호아하스가사마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

되어십칠년을치리하며 2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

여이스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죄

를좇고떠나지아니하였으므로 3여호와께서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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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을향하여노를발하사늘아람왕하사엘의손과그

아들벤하닷의손에붙이셨더니 4아람왕이이스라엘

을학대하므로여호아하스가여호와께간구하매여호

와께서들으셨으니이는저희의학대받음을보셨음이

라 5여호와께서이에구원자를이스라엘에게주시매

이스라엘자손이아람사람의손에서벗어나전과같

이자기장막에거하였으나 6저희가이스라엘로범죄

케한여로보암집의죄에서떠나지아니하고좇아행

하며또사마리아에아세라목상을그저두었더라 7아

람왕이여호아하스의백성을진멸하여타작마당의티

끌같이되게하고마병오십과병거십승과보병일만

외에는여호아하스에게남겨두지아니하였더라 8여

호아하스의남은사적과모든행한것과그권력은이

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9여호

아하스가그열조와함께자매사마리아에장사되고

그아들요아스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10유다왕요

아스의삼십칠년에여호아하스의아들요아스가사마

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되어십륙년을치리하며 11여

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이스라엘로범죄케한느

밧의아들여로보암의모든죄에서떠나지아니하고

좇아행하였더라 12요아스의남은사적과무릇행한

일과유다왕아마샤와싸운권력은이스라엘왕역대

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13요아스가그열조와

함께자매이스라엘왕들과함께사마리아에장사되고

여로보암이그위에앉으니라 14엘리사가죽을병이

들매이스라엘왕요아스가저에게로내려가서그얼

굴에눈물을흘리며가로되 `내아버지여내아버지여

이스라엘의병거와마병이여'하매 15엘리사가저에게

이르되 `활과살들을취하소서' 활과살들을취하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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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스라엘왕에게이르되 `왕의손으로활을잡으소

서' 곧손으로잡으매엘리사가자기손으로왕의손을

안찰하고 17가로되 `동편창을여소서' 곧열매엘리사

가가로되 `쏘소서'곧쏘매엘리사가가로되이는여호

와의구원의살곧아람에대한구원의살이니왕이아

람사람을진멸하도록아벡에서치리이다 18또가로되

`살들을취하소서'곧취하매엘리사가또이스라엘왕

에게이르되 `땅을치소서' 이에세번치고그친지라 19

하나님의사람이노하여가로되 `왕이오륙번을칠것

이니이다그리하였더면왕이아람을진멸하도록쳤으

리이다그런즉이제는왕이아람을세번만치리이다'

하니라 20엘리사가죽으매장사하였더니해가바뀌매

모압적당이지경을범한지라 21마침사람을장사하는

자들이그적당을보고그시체를엘리사의묘실에들

이던지매시체가엘리사의뼈에닿자곧회생하여일

어섰더라 22여호아하스왕의시대에아람왕하사엘이

항상이스라엘을학대하였으나 23여호와께서아브라

함과이삭과야곱으로더불어세우신언약을인하여

이스라엘에게은혜를베풀어긍휼히여기시며권고하

사멸하기를즐겨아니하시고이때까지자기앞에서

쫓아내지아니하셨더라 24아람왕하사엘이죽고그

아들벤하닷이대신하여왕이되매 25여호아하스의아

들요아스가하사엘의아들벤하닷의손에서두어성

읍을회복하였으니이성읍들은자기부친여호아하스

가전쟁중에빼앗겼던것이라요아스가벤하닷을세

번쳐서파하고이스라엘성읍들을회복하였더라

14이스라엘왕여호아하스의아들요아스이년에유

다왕요아스의아들아마샤가왕이되니 2위에나아

갈때에나이이십오세라예루살렘에서이십구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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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여호앗단이라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아마샤가여호와보시기에정직히행하

였으나그조상다윗과는같지아니하였으며그부친

요아스의행한대로다행하였어도 4산당을제하지아

니하였으므로백성이오히려산당에서제사를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나라가그손에굳게서매그부왕을

죽인신복들을죽였으나 6왕을죽인자의자녀들은죽

이지아니하였으니이는모세의율법책에기록된대로

함이라곧여호와께서명하여이르시기를자녀로인하

여아비를죽이지말것이요아비로인하여자녀를죽

이지말것이라오직사람마다자기의죄로인하여죽

을것이니라하셨더라 7아마샤가염곡에서에돔사람

일만을죽이고또셀라를쳐서취하고이름을욕드엘

이라하였더니오늘까지그러하니라 8아마샤가예후

의손자여호아하스의아들이스라엘왕요아스에게

사자를보내어이르되오라우리가서로대면하자한

지라 9이스라엘왕요아스가유다왕아마샤에게보내

어이르되레바논가시나무가레바논백향목에게보내

어이르기를네딸을내아들들에게주어아내를삼게

하라하였더니레바논들짐승이지나가다가그가시나

무를짓밟았느니라 10네가에돔을쳐서파하였으므로

마음이교만하였으니스스로영광을삼아궁에나거하

라어찌하여화를자취하여너와유다가함께망하고

자하느냐하나 11아마샤가듣지아니하므로이스라엘

왕요아스가올라와서유다왕아마샤로더불어유다

의벧세메스에서대면하였더니 12유다가이스라엘앞

에서패하여각기장막으로도망한지라 13이스라엘왕

요아스가벧세메스에서아하시야의손자요아스의아

들유다왕아마샤를사로잡고예루살렘에이르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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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살렘성벽을에브라임문에서부터성모퉁이문까지

사백규빗을헐고 14또여호와의전과왕궁곳간에있

는금은과모든기명을취하고또사람을볼모로잡아

가지고사마리아로돌아갔더라 15요아스의남은사적

과그권력과또유다왕아마샤와서로싸운일은이스

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16요아스

가그열조와함께자매이스라엘왕들과사마리아에

함께장사되고그아들여로보암이대신하여왕이되

니라 17이스라엘왕여호아하스의아들요아스가죽은

후에도유다왕요아스의아들아마샤가십오년을생

존하였더라 18아마샤의남은행적은유다왕역대지략

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19예루살렘에서무리가저

를모반한고로저가라기스로도망하였더니모반한무

리가사람을라기스로따라보내어저를거기서죽이

게하고 20그시체를말에실어다가예루살렘에서그

열조와함께다윗성에장사하니라 21유다온백성이

아사랴로그부친아마샤를대신하여왕을삼으니때

에나이십륙세라 22아마샤가그열조와함께잔후에

아사랴가엘랏을건축하여유다에돌렸더라 23유다왕

요아스의아들아마샤십오년에이스라엘왕요아스

의아들여로보암이사마리아에서왕이되어사십일

년을위에있으며 24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이

스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모든죄

에서떠나지아니하였더라 25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

께서그종가드헤벨아밋대의아들선지자요나로하

신말씀과같이여로보암이이스라엘지경을회복하되

하맛어귀에서부터아라바바다까지하였으니 26이는

여호와께서이스라엘의고난이심하여매인자도없고

놓인자도없고이스라엘을도울자도없음을보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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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여호와께서또이스라엘의이름을도말하여천하에

없이하겠다고도아니하셨으므로요아스의아들여로

보암의손으로구원하심이었더라 28여로보암의남은

사적과모든행한일과그권력으로싸운일과다메섹

을회복한일과이전에유다에속하였던하맛을이스

라엘에돌린일은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여로보암이그열조이스라엘왕들과

함께자고그아들스가랴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15이스라엘왕여로보암이십칠년에유다왕아마샤

의아들아사랴가왕이되니 2위에나아갈때에나이

십륙세라예루살렘에서오십이년을치리하니라그

모친의이름은여골리야라예루살렘사람이더라 3아

사랴가그부친아마샤의모든행위대로여호와보시

기에정직히행하였으나 4오직산당은제하지아니하

였으므로백성이오히려그산당에서제사를드리며

분향하였고 5여호와께서왕을치셨으므로그죽는날

까지문둥이가되어별궁에거하고왕자요담이궁중

일을다스리며국민을치리하였더라 6아사랴의남은

사적과모든행한일은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아사랴가그열조와함께자매다윗성

에그열조와함께장사되고그아들요담이대신하여

왕이되니라 8유다왕아사랴의삼십팔년에여로보암

의아들스가랴가사마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되어

여섯달을치리하며 9그열조의행위대로여호와보시

기에악을행하여이스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

여로보암의죄에서떠나지아니한지라 10야베스의아

들살룸이저를모반하여백성앞에서쳐죽이고대신

하여왕이되니라 11스가랴의남은사적은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기록되니라 12여호와께서예후에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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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여이르시기를네자손이이스라엘위를이어사

대까지이르리라하신그말씀대로과연그렇게되니

라 13유다왕웃시야삼십구년에야베스의아들살룸

이사마리아에서왕이되어한달을치리하니라 14가

디의아들므나헴이디르사에서부터사마리아로올라

가서야베스의아들살룸을거기서죽이고대신하여

왕이되니라 15살룸의남은사적과그모반한일은이

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니라 16그때에므나헴이

디르사에서와서딥사와그가운데있는모든사람과

그사방을쳤으니이는저희가성문을열지아니하였

음이라그러므로치고그가운데아이밴부녀를갈랐

더라 17유다왕아사랴삼십구년에가디의아들므나

헴이이스라엘왕이되어사마리아에서십년을치리하

며 18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이스라엘로범죄케

한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죄에서평생떠나지아니

하였더라 19앗수르왕불이와서그땅을치려하매므

나헴이은일천달란트를불에게주어서저로자기를

도와주게함으로나라를자기손에굳게세우고자하

여 20그은을이스라엘모든큰부자에게서토색하여

각사람에게은오십세겔씩내게하여앗수르왕에게

주었더니이에앗수르왕이돌이키고그땅에머물지

아니하였더라 21므나헴의남은사적과그모든행한

일은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2므나헴이그열조와함께자고그아들브가히야가

대신하여왕이되니라 23유다왕아사랴오십년에므

나헴의아들브가히야가사마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

되어이년을치리하며 24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

이스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죄에서

떠나지아니한지라 25그장관르말랴의아들베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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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하여사마리아왕궁호위소에서왕과아르곱과아

리에를죽이되길르앗사람오십명으로더불어죽이고

대신하여왕이되었더라 26브가히야의남은사적과그

모든행한일은이스라엘왕역대지략에기록되니라

27유다왕아사랴오십이년에르말랴의아들베가가

이스라엘왕이되어사마리아에서이십년을치리하며

28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이스라엘로범죄케한

느밧의아들여로보암의죄에서떠나지아니하였더라

29이스라엘왕베가때에앗수르왕디글랏빌레셀이

와서이욘과아벨벳마아가와야노아와게데스와하솔

과길르앗과갈릴리와납달리온땅을취하고그백성

을사로잡아앗수르로옮겼더라 30웃시야의아들요담

이십년에엘라의아들호세아가반역하여르말랴의아

들베가를쳐서죽이고대신하여왕이되니라 31베가

의남은사적과그모든행한일은이스라엘왕역대지

략에기록되니라 32이스라엘왕르말랴의아들베가

이년에유다왕웃시야의아들요담이왕이되니 33위

에나아갈때에나이이십오세라예루살렘에서십륙

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여루사라사독의

딸이더라 34요담이그부친웃시야의모든행위대로

여호와보시기에정직히행하였으나 35오직산당을제

하지아니하였으므로백성이오히려그산당에서제사

를드리며분향하였더라요담이여호와의전의윗문을

건축하니라 36요담의남은사적과그모든행한일은

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37그때에

여호와께서비로소아람왕르신과르말랴의아들베

가를보내어유다를치게하셨더라 38요담이그열조

와함께자매그조상다윗성에열조와함께장사되고

그아들아하스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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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르말랴의아들베가십칠년에유다왕요담의아

들아하스가왕이되니 2아하스가위에나아갈때에

나이이십세라예루살렘에서십륙년을치리하였으나

그조상다윗과같지아니하여그하나님여호와보시

기에정직히행치아니하고 3이스라엘열왕의길로행

하며또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앞에서쫓아내신

이방사람의가증한일을본받아자기아들을불가운

데로지나가게하며 4또산당과작은산위와모든푸

른나무아래서제사를드리며분향하였더라 5이때에

아람왕르신과이스라엘왕르말랴의아들베가가예

루살렘에올라와서싸우려하여아하스를에워쌌으나

이기지못하니라 6당시에아람왕르신이엘랏을회

복하여아람에돌리고유다사람을엘랏에서쫓아내었

고아람사람이엘랏에이르러거하여오늘날까지이

르렀더라 7아하스가앗수르왕디글랏빌레셀에게사

자를보내어이르되나는왕의신복이요왕의아들이

라이제아람왕과이스라엘왕이나를치니청컨대올

라와서나를그손에서구원하소서하고 8여호와의전

과왕궁곳간에있는은금을취하여앗수르왕에게예

물로보내었더니 9앗수르왕이그청을듣고곧올라

와서다메섹을쳐서취하여그백성을사로잡아길로

옮기고또르신을죽였더라 10아하스왕이앗수르왕

디글랏빌레셀을만나러다메섹에갔다가거기있는

단을보고드디어그구조와제도의식양을그려제사

장우리야에게보내었더니 11아하스왕이다메섹에서

돌아오기전에제사장우리야가아하스왕이다메섹에

서보낸모든것대로단을만든지라 12왕이다메섹에

서돌아와서단을보고단앞에나아가그위에제사를

드리되 13자기의번제와소제를불사르고또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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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고수은제짐승의피를단에뿌리고 14또여호와의

앞곧전앞에있던놋단을옮기되새단과여호와의전

사이에서옮겨다가그단북편에두니라 15아하스왕

이제사장우리야에게명하여가로되 `아침번제와저

녁소제와왕의번제와그소제와모든국민의번제와

그소제와전제를다이큰단위에불사르고또번제물

의피와다른제물의피를다그위에뿌리고오직놋단

은나의물을일에쓰게하라' 하매 16제사장우리야가

아하스왕의모든명대로행하였더라 17아하스왕이

물두멍받침의옆판을떼어내고물두멍을그자리에서

옮기고또놋바다를놋소위에서내려다가돌판위에

두며 18또안식일에쓰기위하여성전에건축한낭실

과왕이밖에서들어가는낭실을앗수르왕을인하여

여호와의전에옮겨세웠더라 19아하스의그남은사

적은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0아

하스가그열조와함께자매다윗성에그열조와함께

장사되고그아들히스기야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17유다왕아하스십이년에엘라의아들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이스라엘왕이되어구년을치리하며 2

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였으나그전이스라엘여러

왕들과같이하지는아니하였더라 3앗수르왕살만에

셀이올라와서호세아를친고로호세아가신복하여조

공을드리더니 4저가애굽왕소에게사자들을보내고

해마다하던대로앗수르왕에게조공을드리지아니하

매앗수르왕이호세아의배반함을보고저를옥에금

고하여두고 5올라와서그온땅에두루다니고사마

리아로올라와서삼년을에워쌌더라 6호세아구년에

앗수르왕이사마리아를취하고이스라엘사람을사로

잡아앗수르로끌어다가할라와고산하볼하숫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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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대사람의여러고을에두었더라 7이일은이스라엘

자손이자기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사애굽왕바로

의손에서벗어나게하신그하나님여호와께죄를범

하고또다른신들을경외하며 8여호와께서이스라엘

자손앞에서쫓아내신이방사람의규례와이스라엘

여러왕의세운율례를행하였음이라 9이스라엘자손

이가만히불의를행하여그하나님여호와를배역하

여모든성읍에망대로부터견고한성에이르도록산

당을세우고 10모든산위에와모든푸른나무아래에

목상과아세라상을세우고 11또여호와께서저희앞에

서물리치신이방사람같이그곳모든산당에서분향

하며또악을행하여여호와를격노케하였으며 12또

우상을섬겼으니이는여호와께서행치말라명하신

일이라 13여호와께서각선지자와각선견자로이스라

엘과유다를경계하여이르시기를너희는돌이켜너희

악한길에서떠나나의명령과율례를지키되내가너

희열조에게명하고또나의종선지자들로너희에게

전한모든율법대로행하라하셨으나 14저희가듣지

아니하고그목을굳게하기를그하나님여호와를믿

지아니하던저희열조의목같이하여 15여호와의율

례와여호와께서그열조로더불어세우신언약과경

계하신말씀을버리고허무한것을좇아허망하며또

여호와께서명하사본받지말라하신사면이방사람

을본받아 16그하나님여호와의모든명령을버리고

자기를위하여두송아지형상을부어만들고또아세

라목상을만들고하늘의일월성신을숭배하며또바

알을섬기고 17또자기자녀를불가운데로지나가게

하며복술과사술을행하고스스로팔려여호와보시

기에악을행하여그노를격발케하였으므로 18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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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께서이스라엘을심히노하사그앞에서제하시니

유다지파외에는남은자가없으니라 19유다도그하

나님여호와의명령을지키지아니하고이스라엘사람

의세운율례를행하였으므로 20여호와께서이스라엘

의온족속을버리사괴롭게하시며노략군의손에붙

이시고심지어그앞에서쫓아내시니라 21이스라엘을

다윗의집에서찢어나누시매저희가느밧의아들여

로보암으로왕을삼았더니여로보암이이스라엘을몰

아여호와를떠나고큰죄를범하게하매 22이스라엘

자손이여로보암의행한모든죄를따라행하여떠나

지아니하므로 23여호와께서그종모든선지자로하

신말씀대로심지어이스라엘을그앞에서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고향에서앗수르에사로잡혀가서오늘까

지미쳤더라 24앗수르왕이바벨론과구다와아와와

하맛과스발와임에서사람을옮겨다가이스라엘자손

을대신하여사마리아여러성읍에두매저희가사마

리아를차지하여그여러성읍에거하니라 25저희가

처음으로거기거할때에여호와를경외치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사자들을그가운데보내시매몇사람을

죽인지라 26그러므로혹이앗수르왕에게고하여가로

되왕께서사마리아여러성읍에옮겨거하게하신열

방사람이그땅신의법을알지못하므로그신이사자

들을저희가운데보내매저희를죽였사오니이는저

희가그땅신의법을알지못함이니이다 27앗수르왕

이명하여가로되너희는그곳에서사로잡아온제사

장하나를그곳으로데려가되저로그곳에가서거하

며그땅신의법으로무리에게가르치게하라 28이에

사마리아에서사로잡혀간제사장중하나가와서벧

엘에거하며백성에게어떻게여호와경외할것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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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쳤더라 29그러나각민족이각기자기의신상들을

만들어사마리아사람의지은여러산당에두되각민

족이자기의거한성읍에서그렇게하여 30바벨론사

람들은숙곳브놋을만들었고굿사람들은네르갈을만

들었고하맛사람들은아시마를만들었고 31아와사람

들은닙하스와다르닥을만들었고스발와임사람들은

그자녀를불살라그신아드람멜렉과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저희가또여호와를경외하여자기중에서

사람을산당의제사장으로택하여그산당에서자기를

위하여제사를드리게하니라 33이와같이저희가여

호와도경외하고또한어디서부터옮겨왔든지그민족

의풍속대로자기의신들도섬겼더라 34저희가오늘까

지이전풍속대로행하여여호와를경외치아니하며

또여호와께서이스라엘이라이름을주신야곱의자손

에게명하신율례와법도와율법과계명을준행치아

니하는도다 35옛적에여호와께서야곱의자손에게언

약을세우시고저희에게명하여가라사대너희는다른

신을경외하지말며그를숭배하지말며그를섬기지

말며그에게제사하지말고 36오직큰능력과편팔로

너희를애굽에서인도하여낸여호와만너희가경외하

여그를숭배하며그에게제사를드릴것이며 37또여

호와가너희를위하여기록한율례와법도와율법과

계명을너희가지켜영원히행하고다른신들을경외

치말며 38또내가너희와세운언약을잊지말며다른

신들을경외치말고 39오직너희하나님여호와를경

외하라그가너희를모든원수의손에서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그러나저희가듣지아니하고오히려이전

풍속대로행하였느니라 41그여러민족이여호와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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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또그아로새긴우상을섬기더니그자자손손

이그열조의행한것을좇아오늘까지그대로하니라

18이스라엘왕엘라의아들호세아삼년에유다왕

아하스의아들히스기야가왕이되니 2위에나아갈때

에나이이십오세라예루살렘에서이십구년을치리

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아비라스가리야의딸이더라

3히스기야가그조상다윗의모든행위와같이여호와

보시기에정직히행하여 4여러산당을제하며주상을

깨뜨리며아세라목상을찍으며모세가만들었던놋뱀

을이스라엘자손이이때까지향하여분향하므로그것

을부수고느후스단이라일컬었더라 5히스기야가이

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의지하였는데그의전후유다

여러왕중에그러한자가없었으니 6곧저가여호와

께연합하여떠나지아니하고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

하신계명을지켰더라 7여호와께서저와함께하시매

저가어디로가든지형통하였더라저가앗수르왕을

배척하고섬기지아니하였고 8블레셋사람을쳐서가

사와그사방에이르고망대에서부터견고한성까지

이르렀더라 9히스기야왕사년곧이스라엘왕엘라의

아들호세아칠년에앗수르왕살만에셀이사마리아로

올라와서에워쌌더라 10삼년후에그성이함락되니곧

히스기야의육년이요이스라엘왕호세아의구년이라

사마리아가함락되매 11앗수르왕이이스라엘을사로

잡아앗수르에이르러할라와고산하볼하숫가와메대

사람의여러성읍에두었으니 12이는저희가그하나

님여호와의말씀을준행치아니하고그언약을배반

하고여호와의종모세의모든명한것을거스려듣지

도아니하며행치도아니하였음이더라 13히스기야왕

십사년에앗수르왕산헤립이올라와서유다모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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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성읍들을쳐서취하매 14유다왕히스기야가라

기스로보내어앗수르왕에게이르되내가범죄하였나

이다나를떠나돌아가소서왕이내게지우시는것을

내가당하리이다하였더니앗수르왕이곧은삼백달

란트와금삼십달란트를정하여유다왕히스기야로

내게한지라 15히스기야가이에여호와의전과왕궁

곳간에있는은을다주었고 16또그때에유다왕히스

기야가여호와의전문의금과자기가모든기둥에입

힌금을벗겨모두앗수르왕에게주었더라 17앗수르

왕이다르단과랍사리스와랍사게로대군을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예루살렘으로가서히스기야왕을치

게하매저희가예루살렘으로올라가니라저희가올라

가서윗못수도곁곧세탁자의밭에있는큰길에이

르러서니라 18저희가왕을부르매힐기야의아들궁

내대신엘리야김과서기관셉나와아삽의아들사관

요아가저에게나가니 19랍사게가저희에게이르되너

희는히스기야에게고하라대왕앗수르왕의말씀이

너의의뢰하는이의뢰가무엇이냐 20네가싸울만한

계교와용력이있다고한다마는이는입에붙은말뿐

이라네가이제누구를의뢰하고나를반역하였느냐

21이제네가저상한갈대지팡이애굽을의뢰하도다

사람이그것을의지하면그손에찔려들어갈지라애

굽왕바로는무릇의뢰하는자에게이와같으니라 22

너희가혹시내게이르기를우리는우리하나님여호

와를의뢰하노라하리라마는히스기야가여호와의산

당과제단을제하고유다와예루살렘사람에게명하기

를예루살렘이단앞에서만숭배하라하지아니하였

느냐하셨나니 23이제너는내주앗수르왕과내기하

라네가만일그말탈사람을낼수있다면나는네게



열왕기하 773

말이천필을주리라 24네가어찌내주의신복중지극

히작은장관하나인들물리치며애굽을의뢰하고그

병거와기병을얻을듯하냐 25내가어찌여호와의뜻이

아니고야이제이곳을멸하러올라왔겠느냐여호와께

서전에내게이르시기를이땅으로올라와서쳐서멸

하라하셨느니라 26힐기야의아들엘리야김과셉나와

요아가랍사게에게이르되우리가알아듣겠사오니청

컨대아람방언으로당신의종들에게말씀하시고성

위에있는백성의듣는데유다방언으로우리에게말

씀하지마옵소서 27랍사게가저에게이르되내주께서

네주와네게만이말을하라고나를보내신것이냐성

위에앉은사람들로도너희와함께자기의대변을먹

게하고자기의소변을마시게하신것이아니냐하고

28랍사게가드디어일어서서유다방언으로크게소리

질러불러가로되너희는대왕앗수르왕의말씀을들

으라 29왕의말씀이너희는히스기야에게속지말라

저가너희를내손에서건져내지못하리라 30또한히

스기야가너희로여호와를의뢰하라함을듣지말라

저가이르기를여호와께서정녕우리를건지실지라이

성이앗수르왕의손에함락되지않게하시리라할지

라도 31너희는히스기야의말을듣지말라앗수르왕

의말씀이너희는내게항복하고내게로나아오라그

리하고너희는각각그포도와무화과를먹고또한각

각자기의우물의물을마시라 32내가장차와서너희

를한지방으로옮기리니그곳은너희본토와같은지

방곧곡식과포도주가있는지방이요떡과포도원이

있는지방이요기름나는감람과꿀이있는지방이라

너희가살고죽지아니하리라히스기야가너희를면려

하여이르기를여호와께서우리를건지시리라하여도



열왕기하 774

듣지말라 33열국의신들중에그땅을앗수르왕의손

에서건진자가있느냐 34하맛과아르밧의신들이어

디있으며스발와임과헤나와아와의신들이어디있

느냐그들이사마리아를내손에서건졌느냐 35열국의

모든신중에누가그땅을내손에서건졌기에여호와

가예루살렘을내손에서능히건지겠느냐하셨느니라

36그러나백성이잠잠하고한말도대답지아니하니

이는왕이명하여대답하지말라하였음이라 37이에

힐기야의아들궁내대신엘리야김과서기관셉나와아

삽의아들사관요아가그옷을찢고히스기야에게나

아가서랍사게의말을고하니라

19히스기야왕이듣고그옷을찢고굵은베를입고

여호와의전에들어가서 2궁내대신엘리야김과서기

관셉나와제사장중장로들에게굵은베를입혀서아

모스의아들선지자이사야에게로보내매 3저희가이

사야에게이르되히스기야의말씀이오늘은곤란과책

벌과능욕의날이라아이가임산하였으나해산할힘이

없도다 4랍사게가그주앗수르왕의보냄을받고와

서사신하나님을훼방하였으니당신의하나님여호와

께서혹시저의말을들으셨을지라당신의하나님여

호와께서그들으신말을인하여꾸짖으실듯하니당신

은이남아있는자를위하여기도하소서하더이다 5

이와같이히스기야왕의신복이이사야에게나아가니

6이사야가저희에게이르되너희는너희주에게이렇

게고하라여호와의말씀이너는앗수르왕의신복에

게들은바나를능욕하는말을인하여두려워하지말

라 7내가한영을저의속에두어저로풍문을듣고그

본국으로돌아가게하고또그본국에서저로칼에죽

게하리라하셨느니라 8랍사게가돌아가다가앗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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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이미라기스에서떠났다함을듣고립나로가서

왕을만났으니왕이거기서싸우는중이더라 9앗수르

왕이구스왕디르하가가나와서더불어싸우고자한

다함을듣고다시히스기야에게사자를보내며가로

되 10너희는유다왕히스기야에게이같이말하여이

르기를너의의뢰하는네하나님이예루살렘을앗수르

왕의손에붙이지않겠다하는말에속지말라 11앗수

르의열왕이열방에행한바진멸한일을네가들었나

니네가어찌구원을얻겠느냐 12내열조가멸하신열

방곧고산과하란과레셉과들라살에있는에덴족속

을그나라의신들이건졌느냐 13하맛왕과아르밧왕

과스발와임성의왕과헤나와아와의왕들이다어디

있느냐하라하니라 14히스기야가사자의손에서편지

를받아보고여호와의전에올라가서그편지를여호

와앞에펴놓고 15그앞에서기도하여가로되그룹들

의위에계신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주는천하만

국에홀로하나님이시라주께서천지를조성하셨나이

다 16여호와여귀를기울여들으소서여호와여눈을

떠서보시옵소서산헤립이사신하나님을훼방하러보

낸말을들으시옵소서 17여호와여앗수르열왕이과연

열방과그땅을황폐케하고 18또그신들을불에던졌

사오니이는저희가신이아니요사람의손으로지은

것곧나무와돌뿐이므로멸하였나이다 19우리하나

님여호와여원컨대이제우리를그손에서구원하옵

소서그리하시면천하만국이주여호와는홀로하나

님이신줄알리이다하니라 20아모스의아들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기별하여가로되이스라엘하나님여호

와의말씀이네가앗수르왕산헤립까닭에내게기도

하는것을내가들었노라하셨나이다 21여호와께서앗



열왕기하 776

수르왕에게대하여이같이말씀하시기를처녀딸시

온이너를멸시하며너를비웃었으며딸예루살렘이

너를향하여머리를흔들었느니라 22네가누구를꾸짖

었으며훼방하였느냐누구를향하여소리를높였으며

눈을높이떴느냐이스라엘의거룩한자에게그리하였

도다 23네가사자로주를훼방하여이르기를내가많

은병거를거느리고여러산꼭대기에올라가며레바논

깊은곳에이르러높은백향목과아름다운잣나무를

베고내가그지경끝에들어가며그동산의무성한수

풀에이르리라 24내가땅을파서이방의물을마셨고

나의발바닥으로애굽의모든하수를말렸노라하였도

다 25네가듣지못하였느냐이일은내가태초부터행

하였고상고부터정한바라이제내가이루어너로견

고한성들을멸하여돌무더기가되게함이니라 26그러

므로그거한백성의힘이약하여두려워하며놀랐나

니저희는마치들의풀같고나물같고지붕의풀같고

자라기전에마른곡초같으니라 27네거처와네출입

과네가내게향한분노를내가다아노니 28네가내게

향한분노와네교만한말이내귀에들렸도다그러므

로내가갈고리로네코에꿰고자갈을네입에먹여너

를오던길로끌어돌이키리라하셨나이다 29또네게

보일징조가이러하니너희가금년에는스스로자라난

것을먹고명년에는그것에서난것을먹되제삼년에

는심고거두며포도원을심고그열매를먹으리라 30

유다족속의피하고남은자는다시아래로뿌리가서

리고위로열매를맺을지라 31남은자는예루살렘에서

부터나올것이요피하는자는시온산에서부터나오리

니여호와의열심이이일을이루리라하셨나이다 32

그러므로여호와께서앗수르왕을가리켜이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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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이성에이르지못하며이리로살을쏘지못하며

방패를성을향하여세우지못하며치려고토성을쌓

지도못하고 33오던길로돌아가고이성에이르지못

하리라하셨으니이는여호와의말씀이시라 34내가나

와나의종다윗을위하여이성을보호하여구원하리

라하셨나이다하였더라 35이밤에여호와의사자가

나와서앗수르진에서군사십팔만오천을친지라아

침에일찌기일어나보니다송장이되었더라 36앗수

르왕산헤립이떠나돌아가서니느웨에거하더니 37

그신니스록의묘에경배할때에아드람멜렉과사레

셀이저를칼로쳐죽이고아라랏땅으로도망하매그

아들에살핫돈이대신하여왕이되니라

20그때에히스기야가병들어죽게되매아모스의아

들선지자이사야가저에게나아와서이르되여호와의

말씀이너는집을처치하라네가죽고살지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히스기야가낯을벽으로향하고여호와

께기도하여가로되 3여호와여구하오니내가진실과

전심으로주앞에행하며주의보시기에선하게행한

것을기억하옵소서하고심히통곡하더라 4이사야가

성읍가운데까지도이르기전에여호와의말씀이저에

게임하여가라사대 5너는돌아가서내백성의주권자

히스기야에게이르기를왕의조상다윗의하나님여호

와의말씀이내가네기도를들었고네눈물을보았노

라내가너를낫게하리니네가삼일만에여호와의전

에올라가겠고 6내가네날을십오년을더할것이며

내가너와이성을앗수르왕의손에서구원하고내가

나를위하고또내종다윗을위하므로이성을보호하

리라하셨다하라하셨더라 7이사야가가로되무화과

반죽을가져오라하매무리가가져다가그종처에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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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나으니라 8히스기야가이사야에게이르되여호

와께서나를낫게하시고삼일만에여호와의전에올

라가게하실무슨징조가있나이까 9이사야가가로되

여호와의하신말씀을응하게하실일에대하여여호

와께로서왕에게한징조가임하리이다해그림자가

십도를나아갈것이니이까혹십도를물러갈것이니이

까 10히스기야가대답하되그림자가십도를나아가기

는쉬우니그리할것이아니라십도가물러갈것이니

이다 11선지자이사야가여호와께간구하매아하스의

일영표위에나아갔던해그림자로십도를물러가게

하셨더라 12그때에발라단의아들바벨론왕부로닥

발라단이히스기야가병들었다함을듣고편지와예물

을저에게보낸지라 13히스기야가사자의말을듣고

자기보물고의금, 은과향품과보배로운기름과그군

기고와내탕고의모든것을다사자에게보였는데무

릇왕궁과그나라안에있는것을저에게보이지아니

한것이없으니라 14선지자이사야가히스기야왕에게

나아와서이르되이사람들이무슨말을하였으며어

디서부터왕에게왔나이까히스기야가가로되먼지방

바벨론에서왔나이다 15이사야가가로되저희가왕궁

에서무엇을보았나이까히스기야가대답하되내궁에

있는것을저희가다보았나니나의내탕고에서하나

도보이지아니한것이없나이다 16이사야가히스기야

에게이르되여호와의말씀을들으소서 17여호와의말

씀이날이이르리니무릇왕궁의모든것과왕의열조

가오늘까지쌓아두었던것을바벨론으로옮긴바되

고하나도남지아니할것이요 18또왕의몸에서날아

들중에서사로잡혀바벨론왕궁의환관이되리라하

셨나이다 19히스기야가이사야에게이르되당신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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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여호와의말씀이선하니이다하고또가로되만

일나의사는날에태평과진실이있을진대어찌선하

지아니하리요하니라 20히스기야의남은사적과그

모든권력과못과수도를만들어물을성중으로인도

하여들인일은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

였느냐 21히스기야가그열조와함께자고그아들므

낫세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21므낫세가위에나아갈때에나이십이세라예루살

렘에서오십오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헵

시바더라 2므낫세가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여

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앞에서쫓아내신이방사람의

가증한일을본받아서 3그부친히스기야의헐어버린

산당을다시세우며이스라엘왕아합의소위를본받

아바알을위하여단을쌓으며아세라목상을만들며

하늘의일월성신을숭배하여섬기며 4여호와께서전

에이르시기를내가내이름을예루살렘에두리라하

신여호와의전의단들을쌓고 5또여호와의전두마

당에하늘의일월성신을위하여단들을쌓고 6또그

아들을불가운데로지나게하며점치며사술을행하

며신접한자와박수를신임하여여호와보시기에악

을많이행하여그진노를격발하였으며 7또자기가

만든아로새긴아세라목상을전에세웠더라옛적에

여호와께서이전에대하여다윗과그아들솔로몬에

게이르시기를내가이스라엘모든지파중에서택한

이전과예루살렘에내이름을영원히둘지라 8만일

이스라엘이나의모든명령과나의종모세의명한모

든율법을지켜행하면내가그들의발로다시는그열

조에게준땅에서떠나유리하지않게하리라하셨으

나 9이백성이듣지아니하였고므낫세의꾀임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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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행한것이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앞에서멸

하신열방보다더욱심하였더라 10여호와께서그종

모든선지자들로말씀하여가라사대 11유다왕므낫세

가이가증한일과악을행함이그전에있던아모리사

람의행위보다더욱심하였고또그우상으로유다를

범죄케하였도다 12그러므로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

가말하노니내가이제예루살렘과유다에재앙을내

리리니듣는자마다두귀가울리리라 13내가사마리

아를잰줄과아합의집을다림보던추로예루살렘에

베풀고또사람이그릇을씻어엎음같이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14내가나의기업에서남은자를버려

그대적의손에붙인즉저희가모든대적에게노략과

겁탈이되리니 15이는애굽에서나온그열조때부터

오늘까지나의보기에악을행하여나의노를격발하

였음이니라하셨더라 16므낫세가여호와보시기에악

을행하여유다로범하게한그죄외에또무죄한자의

피를심히많이흘려예루살렘이가에서저가까지가

득하게하였더라 17므낫세의남은사적과무릇그행

한바와범한죄는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

하였느냐 18므낫세가그열조와함께자매그궁궐동

산곧웃사의동산에장사되고그아들아몬이대신하

여왕이되니라 19아몬이위에나아갈때에나이이십

이세라예루살렘에서이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

름은므술레멧이라욧바하루스의딸이더라 20아몬이

그부친므낫세의행함같이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

하되 21그부친의행한모든길로행하여그부친의섬

기던우상을섬겨경배하고 22그열조의하나님여호

와를버리고그길로행치아니하더니 23그신복들이

반역하여왕을궁중에서죽이매 24그국민이아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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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반역한사람들을다죽이고그아들요시야로대신

하여왕을삼았더라 25아몬의행한바남은사적은유

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6아몬이웃

시야의동산자기묘실에장사되고그아들요시야가

대신하여왕이되니라

22요시야가위에나아갈때에나이팔세라예루살렘

에서삼십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여디

다라보스갓아다야의딸이더라 2요시야가여호와보

시기에정직히행하여그조상다윗의모든길로행하

고좌우로치우치지아니하였더라 3요시야왕십팔년

에왕이므술람의손자아살리야의아들서기관사반

을여호와의전에보내며가로되 4너는대제사장힐기

야에게올라가서백성이여호와의전에드린은곧문

지킨자가수납한은을계수하여 5여호와의전역사

감독자의손에붙여저희로여호와의전에있는공장

에게주어전의퇴락한것을수리하게하되 6곧목수

와건축자와미장이에게주게하고또재목과다듬은

돌을사서그전을수리하게하라하니라 7그러나저

희손에붙인은을회계하지아니하였으니이는그행

하는것이진실함이었더라 8대제사장힐기야가서기

관사반에게이르되내가여호와의전에서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하고그책을사반에게주니사반이읽

으니라 9서기관사반이왕에게돌아가서복명하여가

로되왕의신복들이전에있던돈을쏟아여호와의전

역사감독자의손에붙였나이다하고 10또왕에게고

하여가로되제사장힐기야가내게책을주더이다하

고왕의앞에서읽으매 11왕이율법책의말을듣자곧

그옷을찢으니라 12왕이제사장힐기야와사반의아

들아히감과미가야의아들악볼과서기관사반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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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신아사야에게명하여가로되 13너희는가서나

와백성과온유다를위하여이발견한책의말씀에대

하여여호와께물으라우리열조가이책의말씀을듣

지아니하며이책에우리를위하여기록된모든것을

준행치아니하였으므로여호와께서우리에게발하신

진노가크도다 14이에제사장힐기야와또아히감과

악볼과사반과아사야가여선지훌다에게로나아가니

저는할하스의손자디과의아들예복을주관하는살

룸의아내라예루살렘둘째구역에거하였더라저희가

더불어말하매 15훌다가저희에게이르되이스라엘하

나님여호와의말씀이너희는너희를내게보낸사람

에게고하기를 16여호와의말씀이내가이곳과그거

민에게재앙을내리되곧유다왕의읽은책의모든말

대로하리니 17이는이백성이나를버리고다른신에

게분향하며그손의모든소위로나의노를격발하였

음이라그러므로나의이곳을향하여발한진노가꺼

지지아니하리라하라하셨느니라 18너희를보내어여

호와께묻게한유다왕에게는너희가이렇게고하라

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말씀이네가들은말을의

논컨대 19내가이곳과그거민에게대하여빈터가되

고저주가되리라한말을네가듣고마음이연하여여

호와앞곧내앞에서겸비하여옷을찢고통곡하였으

므로나도네말을들었노라여호와가말하였느니라

20그러므로내가너로너의열조에게돌아가서평안히

묘실로들어가게하리니내가이곳에내리는모든재

앙을네가눈으로보지못하리라하셨느니라사자들이

왕에게복명하니라

23왕이보내어유다와예루살렘의모든장로를자기

에게로모으고 2이에여호와의전에올라가매유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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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사람과예루살렘거민과제사장들과선지자들과모

든백성이무론노소하고다왕과함께한지라왕이여

호와의전안에서발견한언약책의모든말씀을읽어

무리의귀에들리고 3왕이대(臺) 위에서서여호와앞

에서언약을세우되마음을다하고성품을다하여여

호와를순종하고그계명과법도와율례를지켜이책

에기록된이언약의말씀을이루게하리라하매백성

이다그언약을좇기로하니라 4왕이대제사장힐기

야와모든버금제사장들과문을지킨자들에게명하

여바알과아세라와하늘의일월성신을위하여만든

모든기명을여호와의전에서내어다가예루살렘바깥

기드론밭에서불사르고그재를벧엘로가져가게하

고 5옛적에유다왕들이세워서유다모든고을과예

루살렘사면산당에서분향하며우상을섬기게한제

사장들을폐하며또바알과해와달과열두궁성과하

늘의모든별에게분향하는자들을폐하고 6또여호와

의전에서아세라상을내어예루살렘바깥기드론시

내로가져다가거기서불사르고빻아서가루를만들어

그가루를평민의묘지에뿌리고 7또여호와의전가

운데미동의집을헐었으니그곳은여인이아세라를

위하여휘장을짜는처소이었더라 8유다각성읍에서

모든제사장을불러오고또제사장이분향하던산당을

게바에서부터브엘세바까지더럽게하고또성문의산

당들을헐어버렸으니이산당들은부윤여호수아의

대문어구곧성문왼편에있었더라 9산당의제사장들

은예루살렘여호와의단에올라가지못하고다만그

형제중에서무교병을먹을뿐이었더라 10왕이또힌

놈의아들골짜기의도벳을더럽게하여사람으로몰

록에게드리기위하여그자녀를불로지나가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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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하고 11또유다열왕이태양을위하여드린말

들을제하여버렸으니이말들은여호와의전으로들

어가는곳의근처시종나단멜렉의집곁에있던것이

며또태양수레를불사르고 12유다열왕이아하스의

다락지붕에세운단들과므낫세가여호와의전두마

당에세운단들을왕이다헐고거기서빻아내려서그

가루를기드론시내에쏟아버리고 13또예루살렘앞

멸망산우편에세운산당을더럽게하였으니이는옛

적에이스라엘왕솔로몬이시돈사람의가증한아스다

롯과모압사람의가증한그모스와암몬자손의가증

한밀곰을위하여세웠던것이며 14왕이또석상들을

깨뜨리며아세라목상들을찍고사람의해골로그곳에

채웠더라 15이스라엘로범죄케한느밧의아들여로보

암이벧엘에세운단과산당을왕이헐고또그산당을

불사르고빻아서가루를만들며또아세라목상을불

살랐더라 16요시야가몸을돌이켜산에있는묘실들을

보고보내어그묘실에서해골을취하여다가단위에

불살라그단을더럽게하니라이일을하나님의사람

이전하였더니그전한여호와의말씀대로되었더라

17요시야가이르되내게보이는저것은무슨비석이냐

성읍사람들이고하되왕께서벧엘의단에향하여행

하신이일을전하러유다에서왔던하나님의사람의

묘실이니이다 18가로되그대로두고그뼈를옮기지

말라하매무리가그뼈와사마리아에서온선지자의

뼈는그대로두었더라 19전에이스라엘열왕이사마리

아각성읍에지어서여호와의노를격발한산당을요

시야가다제하되벧엘에서행한모든일대로행하고

20또거기있는산당의제사장들을다단위에서죽이

고사람의해골을단위에불사르고예루살렘으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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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왔더라 21왕이뭇백성에게명하여가로되이언약책

에기록된대로너희의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유월절

을지키라하매 22사사가이스라엘을다스리던시대부

터이스라엘열왕의시대에든지유다열왕의시대에든

지이렇게유월절을지킨일이없었더니 23요시야왕

십팔년에예루살렘에서여호와앞에이유월절을지

켰더라 24요시야가또유다땅과예루살렘에보이는

신접한자와박수와드라빔과우상과모든가증한것

을다제하였으니이는대제사장힐기야가여호와의

전에서발견한책에기록된율법말씀을이루려함이

라 25요시야와같이마음을다하며성품을다하며힘

을다하여여호와를향하여모세의모든율법을온전

히준행한임금은요시야전에도없었고후에도그와

같은자가없었더라 26그러나여호와께서유다를향하

여진노하신그크게타오르는진노를돌이키지아니

하셨으니이는므낫세가여호와를격노케한그모든

격노를인함이라 27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이스라

엘을물리친것같이유다도내앞에서물리치며내가

뺀이성예루살렘과내이름을거기두리라한이전을

버리리라하셨더라 28요시야의남은사적과모든행한

일은유다왕역대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29요

시야당시에애굽왕바로느고가앗수르왕을치고자

하여유브라데하수로올라가므로요시야왕이나가서

방비하더니애굽왕이요시야를므깃도에서만나본후

에죽인지라 30신복들이그시체를병거에싣고므깃

도에서예루살렘으로돌아와서그묘실에장사하니국

민이요시야의아들여호아하스를데려다가저에게기

름을붓고그부친을대신하여왕을삼았더라 31여호

아하스가위에나아갈때에나이이십삼세라예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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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에서석달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하무달이

라립나예레미야의딸이더라 32여호아하스가그열

조의모든행위대로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였더니

33바로느고가저를하맛땅립나에가두어예루살렘에

서왕이되지못하게하고또그나라로은일백달란트

와금한달란트를벌금으로내게하고 34바로느고가

요시야의아들엘리아김으로그아비요시야를대신하

여왕을삼고그이름을고쳐여호야김이라하고여호

아하스는애굽으로잡아갔더니저가거기서죽으니라

35여호야김이은과금을바로에게주니라저가바로느

고의명령대로그에게그돈을주기위하여나라에부

과하되국민각사람의힘대로액수를정하고은금을

늑봉하였더라 36여호야김이왕이될때에나이이십

오세라예루살렘에서십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

이름은스비다라루마브다야의딸이더라 37여호야김

이그열조의모든행한일을본받아여호와보시기에

악을행하였더라

24여호야김시대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올라오

매여호야김이삼년을섬기다가돌이켜저를배반하였

더니 2여호와께서그종선지자들로하신말씀과같이

갈대아의부대와아람의부대와모압의부대와암몬자

손의부대를여호야김에게로보내어유다를쳐멸하려

하시니 3이일이유다에임함은곧여호와의명하신바

로저희를자기앞에서물리치고자하심이니이는므

낫세의지은모든죄로인함이며 4또저가무죄한자

의피를흘려그피로예루살렘에가득하게하였음이

라여호와께서사하시기를즐겨하지아니하시니라 5

여호야김의남은사적과모든행한일은유다왕역대

지략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6여호야김이그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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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함께자매그아들여호야긴이대신하여왕이되니

라 7애굽왕이다시는그나라에서나오지못하였으니

이는바벨론왕이애굽하수에서부터유브라데하수까

지애굽왕에게속한땅을다취하였음이더라 8여호야

긴이위에나아갈때에나이십팔세라예루살렘에서

석달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느후스다라예루

살렘엘라단의딸이더라 9여호야긴이그부친의모든

행위를본받아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였더라 10그

때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신복들이예루살렘에올

라와서그성을에워싸니라 11그신복들이에워쌀때

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도그성에이르니 12유다왕

여호야긴이그모친과신복과방백들과내시들과함께

바벨론왕에게나아가매왕이잡으니때는바벨론왕

팔년이라 13저가여호와의전의모든보물과왕궁보

물을집어내고또이스라엘왕솔로몬이만든것곧여

호와의전의금기명을다훼파하였으니여호와의말

씀과같이되었더라 14저가또예루살렘의모든백성

과모든방백과모든용사합일만명과모든공장과대

장장이를사로잡아가매빈천한자외에는그땅에남

은자가없었더라 15저가여호야긴을바벨론으로사로

잡아가고왕의모친과왕의아내들과내시와나라에

권세있는자도예루살렘에서바벨론으로사로잡아가

고 16또용사칠천과공장과대장장이일천곧다강장

하여싸움에능한자들을바벨론으로사로잡아가고 17

바벨론왕이또여호야긴의아자비맛다니야로대신하

여왕을삼고그이름을고쳐시드기야라하였더라 18

시드기야가위에나아갈때에나이이십일세라예루

살렘에서십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하무

달이라립나예레미야의딸이더라 19시드기야가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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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김의모든행위를본받아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

한지라 20여호와께서예루살렘과유다를진노하심이

저희를그앞에서쫓아내실때까지이르렀더라시드

기야가바벨론왕을배반하니라

25시드기야구년시월십일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

이그모든군대를거느리고예루살렘을치러올라와

서진을치고사면으로토성을쌓으매 2성이시드기야

왕십일년까지에워싸였더니 3그사월구일에성중에

기근이심하여그땅백성의양식이진하였고 4갈대아

사람이그성읍을에워쌌으므로성벽에구멍을뚫은지

라모든군사가밤중에두성벽사이왕의동산곁문길

로도망하여아라바길로가더니 5갈대아군사가왕을

쫓아가서여리고평지에미치매왕의모든군사가저

를떠나흩어진지라 6갈대아군사가왕을잡아립나

바벨론왕에게로끌고가매저에게신문하고 7시드기

야의아들들을저의목전에서죽이고시드기야의두

눈을빼고사슬로결박하여바벨론으로끌어갔더라 8

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십구년오월칠일에바벨론

왕의신하시위대장관느부사라단이예루살렘에이르

러 9여호와의전과왕궁을사르고예루살렘의모든집

을귀인의집까지불살랐으며 10시위대장관을좇는

갈대아온군대가예루살렘사면성벽을헐었으며 11

성중에남아있는백성과바벨론왕에게항복한자와

무리의남은자는시위대장관느부사라단이다사로

잡아가고 12빈천한국민을그땅에남겨두어포도원을

다스리는자와농부가되게하였더라 13갈대아사람이

또여호와의전의두놋기둥과받침들과여호와의전

의놋바다를깨뜨려그놋을바벨론으로가져가고 14

또가마들과부삽들과불집게들과숟가락들과섬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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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는모든놋그릇을다가져갔으며 15시위대장관

이또불옮기는그릇들과주발들곧금물의금과은물

의은을가져갔으며 16또솔로몬이여호와의전을위

하여만든두기둥과한바다와받침들을취하였는데

이모든기구의놋중수를헤아릴수없었으니 17그한

기둥은고가십팔규빗이요그꼭대기에놋머리가있

어고가삼규빗이요그머리에둘린그물과석류가다

놋이라다른기둥의장식과그물도이와같았더라 18

시위대장관이대제사장스라야와부제사장스바냐와

전문지기세사람을잡고 19또성중에서사람을잡았

으니곧군사를거느린내시하나와또성중에서만난

바왕의시종다섯사람과국민을초모하는장관의서

기관하나와성중에서만난바국민육십명이라 20시위

대장관느부사라단이저희를잡아가지고립나바벨론

왕에게나아가매 21바벨론왕이하맛땅립나에서다

쳐죽였더라이와같이유다가사로잡혀본토에서떠

났더라 22유다땅에머물러있는백성은곧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남긴자라왕이사반의손자아히감의

아들그달리야로관할하게하였더라 23모든군대장관

과그좇는자가바벨론왕이그달리야로방백을삼았

다함을듣고이에느다니야의아들이스마엘과가레

아의아들요하난과느도바사람단후멧의아들스라

야와마아가사람의아들야아사니야와그좇는사람이

모두미스바로가서그달리야에게나아가매 24그달리

야가저희와그좇는자들에게맹세하여이르되너희

는갈대아신복을인하여두려워말고이땅에거하여

바벨론왕을섬기라그리하면너희가평안하리라하니

라 25칠월에왕족엘리사마의손자느다니야의아들

이스마엘이십인을거느리고와서그달리야를쳐서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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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또저와함께미스바에있는유다사람과갈대아

사람을죽인지라 26대소백성과군대장관들이다일

어나서애굽으로갔으니이는갈대아사람을두려워함

이었더라 27유다왕여호야긴이사로잡혀간지삼십

칠년곧바벨론왕에윌므로닥의즉위한원년십이월

이십칠일에유다왕여호야긴을옥에서내어놓아그

머리를들게하고 28선히말하고그위를바벨론에저

와함께있는모든왕의위보다높이고 29그죄수의의

복을바꾸게하고그일평생에항상왕의앞에서먹게

하였고 30저의쓸것은날마다왕에게서받는정수가

있어서종신토록끊이지아니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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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아담, 셋, 에노스 2게난, 마할랄렐, 야렛 3에녹, 므두

셀라 4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5야벳의아들은고멜

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6고멜의아들은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7야

완의아들은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

라 8함의아들은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요 9구스의아들은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

와, 삽드가요, 라아마의아들은스바와, 드단이요 10구

스가또니므롯을낳았으니세상에처음영걸한자며

11미스라임은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2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낳았으니블레셋

족속은가슬루힘에게서나왔으며 13가나안은맏아들

시돈과,헷을낳고 14또여부스족속과,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15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

과 16아르왓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맛족속을낳았더

라 17셈의아들은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 아람과, 우스와,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18아르박삿

은셀라를낳고, 셀라는에벨을낳고 19에벨은두아들

을낳아하나의이름을벨렉이라하였으니이는그때

에땅이나뉘었음이요그아우의이름은욕단이며 20

욕단이알모닷과,셀렙과,하살마웹과,예라와 21하도

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2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3오빌과,하윌라와,요밥을낳았으니욕단의아들들

은이러하니라 24셈, 아르박삿, 셀라 25에벨, 벨렉, 르

우 26스룩,나홀, 데라 27아브람곧아브라함 28아브

라함의아들은이삭과,이스마엘이라 29이스마엘의세

계는이러하니그맏아들은느바욧이요,다음은게달

과,앗브엘과,밉삼과 30미스마와,두마와,맛사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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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과,데마와 31여둘과,나비스와,게드마라이스마엘

의아들들은이러하니라 32아브라함의첩그두라의낳

은아들은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

과, 수아요욕산의아들은스바와,드단이요 33미디안

의아들은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그두라의아들들은이러하니라 34아브라함이이삭을

낳았으니이삭의아들은에서와,이스라엘이더라 35에

서의아들은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36엘리바스의아들은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37르우엘의아

들은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요, 38세일의아들

은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39로단의아들은호리와,호맘이요,로단의

누이는딤나요, 40소발의아들은알랸과, 마나핫과, 에

발과, 스비와, 오남이요시브온의아들은아야와, 아나

요, 41아나의아들은디손이요디손의아들은하므란

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42에셀의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디산의아들은우스와,

아란이더라 43이스라엘자손을치리하는왕이있기전

에에돔땅을다스린왕이이러하니라브올의아들벨

라니그도성이름은딘하바며 44벨라가죽으매보스

라세라의아들요밥이대신하여왕이되었고 45요밥

이죽으매데만족속의땅사람후삼이대신하여왕이

되었고 46후삼이죽으매브닷의아들하닷이대신하여

왕이되었으니하닷은모압들에서미디안을친자요

그도성이름은아윗이며 47하닷이죽으매마스레가

사믈라가대신하여왕이되었고 48사믈라가죽으매하

숫가의르호봇사울이대신하여왕이되었고 49사울이

죽으매악볼의아들바알하난이대신하여왕이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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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바알하난이죽으매하닷이대신하여왕이되었으니

그도성이름은바이요그아내의이름은므헤다벨이

라메사합의손녀요마드렛의딸이었더라 51하닷이죽

은후에에돔의족장이이러하니딤나족장과, 알랴족

장과, 여뎃족장과 52오홀리바마족장과, 엘라족장과,

비논족장과 53그나스족장과, 데만족장과, 밉살족장

과 54막디엘족장과, 이람족장이라에돔족장이이러

하였더라

2이스라엘의아들은이러하니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단과, 요셉과, 베

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3유다의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세사람은가나안사람수아

의딸이유다로말미암아낳은자요유다의맏아들에

르는여호와보시기에악하였으므로여호와께서죽이

셨고 4유다의며느리다말이유다로말미암아베레스

와세라를낳았으니유다의아들이모두다섯이더라 5

베레스의아들은헤스론과, 하물이요 6세라의아들은

시므리와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모두다섯사

람이요 7가르미의아들은아갈이니저는마땅히멸할

물건으로인하여이스라엘을괴롭게한자며 8에단의

아들은아사랴더라 9헤스론의낳은아들은여라므엘

과, 람과, 글루배라 10람은암미나답을낳았고, 암미나

답은나손을낳았으니,나손은유다자손의방백이며

11나손은살마를낳았고, 살마는보아스를낳았고 12

보아스는오벳을낳았고, 오벳은이새를낳았고 13이

새는맏아들엘리압과, 둘째로아비나답과, 세째로시

므아와 14네째로느다넬과, 다섯째로랏대와 15여섯

째로오셈과, 일곱째로다윗을낳았으며 16저희의자

매(姉妹)는스루야와,아비가일이라스루야의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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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새와,요압과아사헬삼형제요 17아비가일은아마

사를낳았으니아마사의아비는이스마엘사람예델이

었더라 18헤스론의아들갈렙이그아내아수바와여

리옷에게서아들을낳았으니그낳은아들은예셀과

소밥과아르돈이며 19아수바가죽은후에갈렙이또

에브랏에게장가들었더니에브랏이그로말미암아훌

을낳았고, 20훌은우리를낳았고, 우리는브사렐을낳

았더라 21그후에헤스론이육십세에길르앗의아비

마길의딸에게장가들어동침하였더니저가헤스론으

로말미암아스굽을낳았으며 22스굽은야일을낳았고

야일은길르앗땅에서스물세성읍을가졌더니 23그

술과아람이야일의성읍들과그낫과그성들모두육

십을그들에게서빼앗았으며저희는다길르앗의아비

마길의자손이었더라 24헤스론의맏아들여라므엘의

아들은맏아들람과그다음브나와오렌과오셈과아

히야며 25여라므엘이다른아내가있었으니이름은아

다라라저는오남의어미더라 26여라므엘의맏아들람

의아들은마아스와,야민과, 에겔이요 27오남의아들

들은삼매와, 야다요삼매의아들은나답과, 아비술이

며 28아비술의아내의이름은아비하일이라저가그로

말미암아아반과몰릿을낳았으며 29나답의아들은셀

렛과, 압바임이라셀렛은아들이없이죽었고 30압바

임의아들은이시요, 이시의아들은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알래요 31삼매의아우야다의아들은예델과,

요나단이라예델은아들이없이죽었고 32요나단의아

들은벨렛과, 사사라여라므엘의자손은이러하며 33

세산은아들이없고딸뿐이라그에게야르하라하는

애굽종이있는고로 34딸을그종야르하에게주어아

내를삼게하였더니저가그로말미암아앗대를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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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5앗대는나단을낳았고, 나단은사밧을낳았고, 36

사밧은에블랄을낳았고,에블랄은오벳을낳았고, 37

오벳은예후를낳았고,예후는아사랴를낳았고, 38아

사랴는헬레스를낳았고, 헬레스는엘르아사를낳았고

, 39엘르아사는시스매를낳았고,시스매는살룸을낳

았고, 40살룸은여가먀를낳았고, 여가먀는엘리사마

를낳았더라, 41여라므엘의아우갈렙의아들곧맏아

들은메사니십의아비요그아들은마레사니헤브론

의아비며 42헤브론의아들은고라와,답부아와, 레겜

과, 세마라 43세마는라함을낳았으니라함은요르그

암의아비며레겜은삼매를낳았고, 44삼매의아들은

마온이라마온은벳술의아비며 45갈렙의첩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낳았고, 하란은가세스를낳

았으며 46야대의아들은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

과,에바와,사압이며 47갈렙의첩마아가는세벨과,디

르하나를낳았고, 48또맛만나의아비사압을낳았고

또막베나와,기브아의아비스와를낳았으며갈렙의

딸은악사더라 49갈렙의자손곧에브라다의맏아들

훌의아들은이러하니기럇여아림의아비소발과 50베

들레헴의아비살마와, 벧가델의아비하렙이라 51기

럇여아림의아비소발의자손은하로에와,므누홋사

람의절반이니 52기럇여아림족속들은이델족속과,

붓족속과, 수맛족속과, 미스라족속이라이로말미암

아소라와에스다올두족속이나왔으며 53살마의자

손들은베들레헴과느도바족속과,아다롯벳요압과,

마하낫족속의절반과소라족속과 54야베스에거한

서기관족속곧디랏족속과, 시므앗족속과, 수갓족속

이니이는다레갑의집조상함맛에게서나온겐족속

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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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윗이헤브론에서낳은아들들이이러하니맏아들

은압논이라이스르엘여인아히노암의소생이요둘째

는다니엘이라갈멜여인아비가일의소생이요 2세째

는압살롬이라그술왕달매의딸마아가의아들이요

네째는아도니야라학깃의아들이요 3다섯째는스바

댜라아비달의소생이요, 여섯째는이드르암이라다윗

의아내에글라의소생이니 4이여섯은다윗이헤브론

에서낳은자라다윗이거기서칠년육개월을치리하

였고또예루살렘에서삼십삼년을치리하였으며 5예

루살렘에서낳은아들들은이러하니시므아와, 소밥과

, 나단과, 솔로몬네사람은다암미엘의딸밧수아의

소생이요 6또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7노가

와, 네벡과, 야비야와 8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

렛아홉사람은 9다다윗의아들이요저희의누이는

다말이며이외에또첩의아들이있었더라 10솔로몬

의아들은르호보암이요, 그아들은아비야요, 그아들

은아사요, 그아들은여호사밧이요 11그아들은요람

이요, 그아들은아하시야요, 그아들은요아스요 12그

아들은아마샤요, 그아들은아사랴요, 그아들은요담

이요 13그아들은아하스요, 그아들은히스기야요, 그

아들은므낫세요 14그아들은아몬이요, 그아들은요

시야며 15요시야의아들들은맏아들요하난과둘째여

호야김과세째시드기야와네째살룸이요 16여호야김

의아들들은그아들여고냐그아들시드기야요 17사

로잡혀간여고냐의아들들은그아들스알디엘과 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먀와, 호사마와, 느

다뱌요 19브다야의아들들은스룹바벨과,시므이요스

룹바벨의아들은므술람과, 하나냐와, 그매제슬로밋

과 20또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댜와, 유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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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셋다섯사람이요 21하나냐의아들은블라댜와, 여

사야요, 또르바야의아들아르난의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스가냐의아들들이니 22스가냐의아들은스마

야요, 스마야의아들들은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여섯사람이요 23느아랴의아들은엘

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세사람이요 24엘료

에내의아들들은호다위야와,엘리아십과,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일곱사람이더라

4유다의아들들은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2소발의아들르아야는야핫을낳았고, 야핫

은아후매와, 라핫을낳았으니이는소라사람의족속

이며 3에담조상의자손들은이스르엘과,이스마와,

잇바스와저희의매제하술렐보니와 4그들의아비브

누엘과, 후사의아비에셀이니이는다베들레헴의아

비에브라다의맏아들훌의소생이며 5드고아의아비

아스훌의두아내는헬라와, 나아라라 6나아라는그로

말미암아아훗삼과,헤벨과,데므니와,하아하스다리

를낳았으니이는나아라의소생이요 7헬라의아들들

은세렛과,이소할과,에드난이며 8고스는아눕과소

베바와하룸의아들아하헬족속들을낳았으며 9야베

스는그형제보다존귀한자라그어미가이름하여야

베스라하였으니이는내가수고로이낳았다함이었더

라 10야베스가이스라엘하나님께아뢰어가로되 `원

컨대주께서내게복에복을더하사나의지경을넓히

시고주의손으로나를도우사나로환난을벗어나근

심이없게하옵소서' 하였더니하나님이그구하는것

을허락하셨더라 11수하의형글룹이므힐을낳았으니

므힐은에스돈의아비요 12에스돈은베드라바와,바세

아와,이르나하스의아비드힌나를낳았으니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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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사람이며 13그나스의아들들은옷니엘과스라야

요,옷니엘의아들은하닷이며 14므오노대는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요압을낳았으니요압은게하라심의

조상이라저희들은공장이었더라 15여분네의아들갈

렙의자손은이루와,엘라와,나암과,엘라의자손과,

그나스요 16여할렐렐의아들은십과, 시바와, 디리아

와,아사렐이요 17에스라의아들들은예델과,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메렛은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도모

아의조상이스바를낳았으니 18이는메렛의취한바

로의딸비디아의아들들이며또그아내여후디야는

그돌의조상예렛과소고의조상헤벨과사노아의조

상여구디엘을낳았으며 19나함의누이인호디야의아

내의아들들은가미사람그일라의아비와마아가사

람에스드모아며 20시몬의아들들은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이시의아들들은소헷과벤소헷이

더라 21유다의아들셀라의자손은레가의아비에르

와, 마레사의아비라아다와세마포짜는자의집곧아

스베야의집족속과 22또요김과고세바사람들과요

아스와모압을다스리던사랍과야수비네헴이니이는

다옛기록에의지한것이라 23이모든사람은옹기장

이가되어수풀과산울가운데거하는자로서거기서

왕과함께거하여왕의일을하였더라 24시므온의아

들들은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25

사울의아들은살룸이요, 그아들은밉삼이요, 그아들

은미스마요 26미스마의아들은함무엘이요, 그아들

은삭굴이요, 그아들은시므이라 27시므이는아들열

여섯과딸여섯이있으나그형제에게는자녀가몇이

못되니그온족속이유다자손처럼번성하지못하였

더라 28시므온자손의거한곳은브엘세바와, 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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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살수알과 29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30브두엘과,

호르마와,시글락과 31벧말가봇과,하살수심과,벧비

리와, 사아라임이니다윗왕때까지이모든성읍이저

희에게속하였으며 32그향촌은에담과,아인과, 림몬

과, 도겐과, 아산다섯성읍이요 33또그각성읍사면

에촌이있어바알까지미쳤으니시므온자손의주소

가이러하고각기보계가있더라 34또메소밥과, 야믈

렉과, 아마시야의아들요사와 35요엘과아시엘의증

손스라야의손자, 요시비야의아들예후와 36또엘료

에내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브나야와 37또스마야의오대손시므리의

현손여다야의증손알론의손자시비의아들시사니

38이위에녹명된자는다그본족의족장이라그종족

이더욱번성한지라 39저희가그양떼를위하여목장

을구하고자하여골짜기동편그돌지경에이르러 40

아름답고기름진목장을발견하였는데그땅이광활하

고안정하니이는옛적부터거기거한사람은함의자

손인까닭이라 41이위에녹명된자가유다왕히스기

야때에가서저희의장막을쳐서파하고거기있는모

우님사람을쳐서진멸하고대신하여오늘까지거기

거하였으니이는그양떼를먹일목장이거기있음이

며 42또시므온자손중에오백명이이시의아들블라

디야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웃시엘로두목을삼고세

일산으로가서 43피하여남아있는아말렉사람을치

고오늘까지거기거하였더라

5이스라엘의장자르우벤의아들들은이러하니라 (르

우벤은장자라도그아비의침상을더럽게하였으므로

장자의명분이이스라엘의아들요셉의자손에게로돌

아갔으나족보에는장자의명분대로기록할것이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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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2유다는형제보다뛰어나고주권자가유다로말

미암아났을지라도장자의명분은요셉에게있으니라)

3이스라엘의장자르우벤의아들들은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갈미요 4요엘의아들은스마야요,그아들

은곡이요, 그아들은시므이요 5그아들은미가요, 그

아들은르아야요,그아들은바알이요 6그아들은브

에라니저는르우벤자손의두목으로서앗수르왕디

글랏빌레셀에게사로잡힌자라 7저의형제가종족과

보계대로족장된자는여이엘과, 스가랴와 8벨라니벨

라는아사스의아들이요, 세마의손자요, 요엘의증손

이라저가아로엘에거하여느보와바알므온까지미쳤

고 9또동으로가서거하여유브라데강에서부터광야

지경까지미쳤으니이는길르앗땅에서그생축이번

식함이라 10사울왕때에저희가하갈사람으로더불어

싸워쳐죽이고길르앗동편온땅에서장막에거하였

더라 11갓자손은르우벤사람을마주대하여바산땅

에거하여살르가까지미쳤으니 12족장은요엘이요,

다음은사밤이요, 또야내와, 바산에거한사밧이요 13

그족속형제에는미가엘과, 므술람과, 세바와, 요래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일곱명이니 14이는다아비하일

의아들이라아비하일은후리의아들이요,야로의손

자요, 길르앗의증손이요, 미가엘의현손이요, 여시새

의오대손이요, 야도의육대손이요, 부스의칠대손이

며, 15또구니의손자압디엘의아들아히가족장이되

었고 16저희가바산길르앗과그향촌과사론의모든

들에거하여그사방변경에미쳤더라 17이상은유다

왕요담과이스라엘왕여로보암때에족보에기록되

었더라 18르우벤자손과갓사람과므낫세반지파의

나가싸울만한용사곧능히방패와칼을들며활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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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싸움에익숙한자가사만사천칠백육십인이라

19저희가하갈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싸

우는중에 20도우심을입었으므로하갈사람과그함

께한자들이다저희손에패하였으니이는저희가싸

울때에하나님께의뢰하고부르짖음을하나님이들으

셨음이라 21저희가대적의짐승곧약대오만과양이

십오만과나귀이천을빼앗으며사람십만을사로잡

았고 22죽임을당한자가많았으니이싸움이하나님

께로말미암았음이라저희가그땅에거하여사로잡힐

때까지이르렀더라 23므낫세반지파자손들이그땅

에거하여번성하여바산에서부터바알헤르몬과스닐

과헤르몬산까지미쳤으며 24그족장은에벨과, 이시

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

디엘이라다용력이유명한족장이었더라 25저희가그

열조의하나님께범죄하여하나님이저희앞에서멸하

신그땅백성의신들을간음하듯섬긴지라 26그러므

로이스라엘하나님이앗수르왕불의마음을일으키

시며앗수르왕디글랏빌레셀의마음을일으키시매

곧르우벤과갓과므낫세반지파를사로잡아할라와

하볼과하라와고산하숫가에옮긴지라저희가오늘날

까지거기있으니라

6레위의아들들은게르손과,그핫과,므라리요, 2그

핫의아들들은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이요, 3아므람의자녀는아론과모세와미리암이요아

론의아들들은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며 4엘르아살은비느하스를낳았고, 비느하스는아

비수아를낳았고, 5아비수아는북기를낳았고, 북기는

웃시를낳았고, 6웃시는스라히야를낳았고, 스라히야

는므라욧을낳았고, 7므라욧은아마랴를낳았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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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랴는아히둡을낳았고, 8아히둡은사독을낳았고,

사독은아히마아스를낳았고, 9아히마아스는아사랴

를낳았고,아사랴는요하난을낳았고, 10요하난은아

사랴를낳았으니이아사랴는솔로몬이예루살렘에세

운전에서제사장의직분을행한자며 11아사랴는아

마랴를낳았고, 아마랴는아히둡을낳았고, 12아히둡

은사독을낳았고, 사독은살룸을낳았고, 13살룸은힐

기야를낳았고, 힐기야는아사랴를낳았고, 14아사랴

는스라야를낳았고,스라야는여호사닥을낳았으며,

15여호와께서느부갓네살의손으로유다와예루살렘

백성을옮기실때에여호사닥도갔었더라 16레위의아

들들은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며 17게르손의아들

의이름은립니와,시므이요, 18그핫의아들들은아므

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19므라리의아

들들은말리와, 무시라이레위사람의집들이그종족

을따라이러하니 20게르손에게서난자는곧그아들

립니요, 그아들은야핫이요, 그아들은심마요, 21그

아들은요아요,그아들은잇도요,그아들은세라요,

그아들은여아드래며, 22그핫에게서난자는곧그아

들암미나답이요, 그아들은고라요, 그아들은앗실이

요, 23그아들은엘가나요,그아들은에비아삽이요,그

아들은앗실이요, 24그아들은다핫이요, 그아들은우

리엘이요, 그아들은웃시야요, 그아들은사울이며, 25

엘가나의아들들은아마새와,아히못이라 26엘가나로

말하면그자손은이러하니그아들은소배요, 그아들

은나핫이요, 27그아들은엘리압이요그아들은여로

함이요,그아들은엘가나며, 28사무엘의아들들은맏

아들요엘이요, 다음은아비야며, 29므라리에게서난

자는말리요,그아들은립니요,그아들은시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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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들은웃사요, 30그아들은시므아요,그아들은학

기야요, 그아들은아사야더라 31언약궤가평안한곳

을얻은후에다윗이이아래의무리를세워여호와의

집에서찬송하는일을맡게하매 32솔로몬이예루살렘

에서여호와의전을세울때까지저희가회막앞에서

찬송하는일을행하되그반열대로직무를행하였더라

33직무를행하는자와그아들들이이러하니그핫의

자손중에헤만은찬송하는자라저는요엘의아들이

요, 요엘은사무엘의아들이요, 34사무엘은엘가나의

아들이요,엘가나는여로함의아들이요,여로함은엘

리엘의아들이요, 엘리엘은도아의아들이요, 35도아

는숩의아들이요, 숩은엘가나의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아들이요, 마핫은아마새의아들이요, 36아마

새는엘가나의아들이요,엘가나는요엘의아들이요,

요엘은아사랴의아들이요, 아사랴는스바냐의아들이

요, 37스바냐는다핫의아들이요,다핫은앗실의아들

이요,앗실은에비아삽의아들이요,에비아삽은고라

의아들이요, 38고라는이스할의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아들이요, 그핫은레위의아들이요, 레위는이

스라엘의아들이며, 39헤만의형제아삽은헤만의우

편에서직무를행하였으니저는베레갸의아들이요,

베레갸는시므아의아들이요, 40시므아는미가엘의아

들이요,미가엘은바아세야의아들이요,바아세야는

말기야의아들이요, 41말기야는에드니의아들이요,

에드니는세라의아들이요, 42아다야는에단의아들이

요, 에단은심마의아들이요, 심마는시므이의아들이

요, 43시므이는야핫의아들이요,야핫은게르손의아

들이요,게르손은레위의아들이며, 44저희의형제므

라리의자손중그좌편에서직무를행하는자는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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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에단은기시의아들이요,기시는압디의아들이

요압디는말룩의아들이요, 45말룩은하사뱌의아들

이요,하사뱌는아마시야의아들이요,아마시야는힐

기야의아들이요, 46힐기야는암시의아들이요, 암시

는바니의아들이요,바니는세멜의아들이요, 47세멜

은말리의아들이요, 말리는무시의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아들이요, 므라리는레위의아들이며, 48저

희의형제레위사람들은하나님의집장막의모든일

을맡았더라 49아론과그자손들은번제단과향단위

에분향하며제사를드리며지성소의모든일을하여

하나님의종모세의모든명대로이스라엘을위하여

속죄하니 50아론의자손들은이러하니라그아들은엘

르아살이요, 그아들은비느하스요, 그아들은아비수

아요 51그아들은북기요,그아들은웃시요,그아들은

스라히야요 52그아들은므라욧이요, 그아들은아마

랴요, 그아들은아히둡이요 53그아들은사독이요, 그

아들은아히마아스더라 54저희의거한곳은사방지경

안에있으니그향리는아래와같으니라아론자손곧

그핫족속이먼저제비뽑았으므로 55저희에게유다

땅의헤브론과그사방들을주었고 56그성의밭과향

리는여분네의아들갈렙에게주었으며 57아론자손에

게도피성을주었으니헤브론과립나와그들과얏딜

과에스드모아와그들과 58힐렌과그들과드빌과그

들과 59아산과그들과벧세메스와그들이며 60또베

냐민지파중에서는게바와그들과알레멧과그들과

아나돗과그들을주었으니그핫족속의얻은성이모

두열셋이었더라 61그핫자손의남은자에게는므낫

세반지파족속중에서제비뽑아열성을주었고 62게

르손자손에게는그족속대로잇사갈지파와아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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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납달리지파와바산에있는므낫세지파중에서

열세성을주었고 63므라리자손에게는그족속대로

르우벤지파와갓지파와스불론지파중에서제비뽑

아열두성을주었더라 64이스라엘자손이이모든성

과그들을레위자손에게주되 65유다자손의지파와

시므온자손의지파와베냐민자손의지파중에서이

위에기록한여러성을제비뽑아주었더라 66그핫자

손의몇족속은에브라임지파중에서성을얻어영지

를삼았으며 67또저희에게도피성을주었으니에브라

임산중세겜과그들과게셀과그들과 68욕므암과그

들과벧호론과그들과 69아얄론과그들과가드림몬

과그들이며 70또그핫자손의남은족속에게는므낫

세반지파중에서아넬과그들과빌르암과그들을주

었더라 71게르손자손에게는므낫세반지파족속중

에서바산의골란과그들과아스다롯과그들을주었

고 72또잇사갈지파중에서게데스와그들과다브랏

과그들과 73라못과그들과아넴과그들을주었고 74

아셀지파중에서마살과그들과압돈과그들과 75후

곡과그들과르홉과그들을주었고 76납달리지파중

에서갈릴리의게데스와그들과함몬과그들과기랴

다임과그들을주었더라 77므라리자손의남은자에

게는스불론지파중에서림모노와그들과다볼과그

들을주었고 78또요단건너동편곧여리고맞은편르

우벤지파중에서광야의베셀과그들과야사와그들

과 79그데못과그들과메바앗과그들을주었고 80또

갓지파중에서길르앗의라못과그들과마하나임과

그들과 81헤스본과그들과야셀과그들을주었더라

7잇사갈의아들들은돌라와,부아와,야숩과,시므론

네사람이며 2돌라의아들들은웃시와,르바야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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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므엘이니다그아비돌라의

집족장이라대대로용사더니다윗때에이르러는그

수효가이만이천육백명이었더라 3웃시의아들은이

스라히야요이스라히야의아들들은미가엘과, 오바댜

와, 요엘과, 잇시야다섯사람이모두족장이며 4저희

와함께한자는그보계와종족대로능히출전할만한

군대가삼만육천인이니이는그처자가많은연고며 5

그형제잇사갈의모든종족은다큰용사라그보계대

로계수하면팔만칠천인이었더라 6베냐민의아들들

은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세사람이며 7벨라의아

들들은에스본과, 우시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다

섯사람이니다그집의족장이요큰용사라그보계대

로계수하면이만이천삼십사인이며 8베겔의아들들

은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내와, 오므

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베겔

의아들들은이러하며 9저희는다그집의족장이요

큰용사라그자손을보계대로계수하면이만이백인

이며 10여디아엘의아들은빌한이요빌한의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

스와, 아히사할이니 11이여디아엘의아들들은그집

의족장이요큰용사라그자손중에능히출전할만한

자가일만칠천이백인이며 12일의아들은숩빔과, 훔

빔이요아헬의아들은후심이더라 13납달리의아들들

은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이는빌하의손

자더라 14므낫세의아들들그처의소생은아스리엘이

요그첩아람여인의소생은길르앗의아비마길이니

15마길은훔빔과숩빔의누이마아가라하는이에게

장가들었더라므낫세의둘째아들의이름은슬로브핫

이니슬로브핫은딸들만낳았으며 16마길의아내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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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아들을낳아그이름을베레스라하였으며그아

우는이름이세레스며세레스의아들은울람과라겜이

요 17울람의아들은브단이니이는다길르앗의자손

이라길르앗은마길의아들이요므낫세의손자며 18그

누이함몰레겟은이스홋과,아비에셀과,말라를낳았

고 19스미다의아들은아히안과, 세겜과, 릭히와, 아니

암이더라 20에브라임의아들은수델라요그아들은베

렛이요그아들은다핫이요그아들은엘르아다요그

아들은다핫이요 21그아들은사밧이요그아들은수

델라며저가또에셀과엘르앗을낳았더니저희가가

드토인에게죽임을당하였으니이는저희가내려가서

가드사람의짐승을빼앗고자하였음이라 22그아비

에브라임이위하여여러날슬퍼하므로그형제가와

서위로하였더라 23그후에에브라임이그아내와동

침하였더니아내가잉태하여아들을낳으니그집이

재앙을받았으므로그이름을브리아라하였더라 24에

브라임의딸은세에라니저가아래윗벧호론과우센

세에라를세웠더라 25브리아의아들들은레바와,레셉

이요레셉의아들은델라요그아들은다한이요 26그

아들은라단이요그아들은암미훗이요그아들은엘

리사마요 27그아들은눈이요그아들은여호수아더라

28에브라임자손의산업과거처는벧엘과그향리요

동에는나아란이요서에는게셀과그향리며또세겜

과그향리니아사와그향리까지며 29또므낫세자손

의지경에가까운벧스안과그향리와다아낙과그향

리와므깃도와그향리와돌과그향리라이스라엘의

아들요셉의자손이이여러곳에거하였더라 30아셀

의아들들은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저

희의매제는세라며 31브리아의아들들은헤벨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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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엘이니말기엘은비르사잇의아비며 32헤벨은야블

렛과, 소멜과, 호담과저희의매제수아를낳았으며 33

야블렛의아들들은바삭과,빔할과,아스왓이니야블

렛의아들은이러하며 34소멜의아들들은아히와, 로

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35그아우헬렘의아들들은소

바와,임나와,셀레스와,아말이요 36소바의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37베셀

과,홋과, 사마와, 실사와,이드란과,브에라요 38예델

의아들들은여분네와,비스바와, 아라요 39울라의아

들들은아라와,한니엘과, 리시아니 40이는다아셀의

자손으로족장이요뽑힌큰용사요방백의두목이라

출전할만한자를그보계대로계수하면이만육천인이

었더라

8베냐민의낳은자는맏아들벨라와둘째아스벨과

세째아하라와 2네째노하와다섯째라바며 3벨라에

게아들들이있으니곧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4아

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5게라와, 스부반과, 후

람이며 6에훗의아들들은이러하니라저희는게바거

민의족장으로서사로잡아마나핫으로가되 7곧나아

만과, 아히야와, 게라를사로잡아갔고그가또웃사와,

아히훗을낳았으며 8사하라임은두아내후심과, 바아

라를내어보낸후에모압땅에서자녀를낳았으니 9그

아내호데스에게서낳은자는요밥과, 시비야와, 메사

와, 말감과 10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이아들들은

족장이며 11또그아내후심에게서아비둡과엘바알을

낳았으며 12엘바알의아들들은에벨과, 미삼과, 세멧

이니저는오노와롯과그향리를세웠고 13또브리아

와, 세마니저희는아얄론거민의족장이되어가드거

민을쫓아내었더라 14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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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댜와, 아랏과, 에델과 16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

는다브리아의아들들이요 17스바댜와,므술람과, 히

스기와,헤벨과 18이스므래와,이슬리아와,요밥은다

엘바알의아들들이요 19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20

엘리에내와,실르대와,엘리엘과 21아다야와,브라야

와, 시므랏은다시므이의아들들이요 22이스반과,에

벨과, 엘리엘과 23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24하나냐

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25이브드야와, 브누엘은다사

삭의아들들이요 26삼스래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27

야아레시야와엘리야와시그리는다여로함의아들들

이니 28이는다족장이요대대로두목이라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29기브온의조상여이엘은기브온에거하

였으니그아내의이름은마아가며 30장자는압돈이요

다음은술과기스와바알과나답과 31그돌과아히오와

세겔이며 32미글롯은시므아를낳았으며이무리가그

형제로더불어서로대하여예루살렘에거하였더라 33

넬은기스를낳았고기스는사울을낳았고사울은요

나단과,말기수아와,아비나답과,에스바알을낳았으

며 34요나단의아들은므립바알이라므립바알이미가

를낳았고 35미가의아들들은비돈과,멜렉과, 다레아

와,아하스며 36아하스는여호앗다를낳았고여호앗다

는알레멧과,아스마웹과,시므리를낳았고시므리는

모사를낳았고 37모사는비느아를낳았으며비느아의

아들은라바요, 그아들은엘르아사요, 그아들은아셀

이며, 38아셀에게여섯아들이있어그이름이이러하

니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

댜와, 하난이라아셀의모든아들이이러하며 39그아

우에섹의아들은이러하니그장자는울람이요둘째

는여우스요세째는엘리벨렛이며 40울람의아들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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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사요활을잘쏘는자라아들과손자가많아모두

일백오십인이었더라베냐민의자손들은이러하였더

라

9온이스라엘이그보계대로계수되고이스라엘열왕

기에기록되니라유다가범죄함을인하여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2먼저그본성으로돌아와서그기업

에거한자는이스라엘제사장들과레위사람과느디

님사람들이라 3유다자손과베냐민자손과에브라임

과므낫세자손중에서예루살렘에거한자는 4유다의

아들베레스자손중에우대니저는암미훗의아들이

요, 오므리의손자요, 이므리의증손이요, 바니의현손

이며 5실로사람중에서는장자아사야와그아들들이

요 6세라자손중에서는여우엘과그형제육백구십

인이요 7베냐민자손중에서는핫스누아의증손호다

위아의손자므술람의아들살루요, 8여로함의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손자웃시의아들엘라요, 이브

니야의증손르우엘의손자스바댜의아들무술람이요

, 9또저의형제들이라그보계대로계수하면구백오

십륙인이니라그집의족장된자들이더라 10제사장

중에서는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하나님의

전을맡은자아사랴니저는힐기야의아들이요, 므술

람의손자요, 사독의증손이요, 므라욧의현손이요, 아

히둡의오대손이며 12또아다야니저는여로함의아들

이요, 바스훌의손자요, 말기야의증손이며, 또마아새

니저는아디엘의아들이요, 야세라의손자요, 므술람

의증손이요,므실레밋의현손이요,임멜의오대손이

며 13또그형제들이니그집의족장이라하나님의전

의일에수종들재능이있는자가모두일천칠백륙십

인이더라 14레위사람중에서는므라리자손스마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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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핫숩의아들이요,아스리감의손자요,하사뱌의

증손이며 15또박박갈과헤레스와갈랄과맛다냐니저

는미가의아들이요, 시그리의손자요, 아삽의증손이

며 16또오바댜니저는스마야의아들이요, 갈랄의손

자요, 여두둔의증손이며또베레갸니저는아사의아

들이요,엘가나의손자라느도바사람의향리에거하

였더라 17문지기는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형제들이니살룸은그두목이라 18이사람들은전

에왕의문동편곧레위자손의영의문지기며 19고라

의증손에비아삽의손자고레의아들살룸과그종족

형제곧고라의자손이수종드는일을맡아성막문들

을지켰으니그열조도여호와의영을맡고그들어가

는곳을지켰으며 20여호와께서함께하신엘르아살의

아들비느하스가옛적에그무리를거느렸고 21므셀레

먀의아들스가랴는회막문지기가되었더라 22택함을

입어문지기된자가모두이백열둘이니이는그향리

에서그보계대로계수된자요다윗과선견자사무엘

이전에세워서이직분을맡긴자라 23저희와그자손

이그반열을좇아여호와의전곧성막문을지켰는데

24이문지기가동서남북사방에섰고 25그향리에있

는형제들은이레마다와서함께하니 26이는문지기의

두목된레위사람넷이긴요한직분을맡아하나님의

전모든방과곳간을지켰음이라 27저희는하나님의

전을맡은직분이있으므로전사면에유하며아침마

다문을여는책임이있었더라 28그중에어떤자는섬

기는데쓰는기명을맡아서그수효대로들여가고수

효대로내어오며 29또어떤자는성소의기구와모든

기명과고운가루와포도주와기름과유향과향품을

맡았으며 30또제사장의아들중에어떤자는향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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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향기름을만들었으며 31고라자손살룸의장자맛

디댜라하는레위사람은남비에지지는것을맡았으

며 32또그형제그핫자손중에어떤자는진설하는떡

을맡아안식일마다준비하였더라 33또찬송하는자가

있으니곧레위족장이라저희가골방에거하여주야

로자기직분에골몰하므로다른일은하지아니하였

더라 34이상은대대로레위의족장이요으뜸이라예루

살렘에거하였더라 35기브온의조상여이엘은기브온

에거하였으니그아내의이름은마아가라 36그장자

는압돈이요다음은술과기스와바알과넬과나답과

37그돌과아히오와스가랴와미글롯이며 38미글롯은

시므암을낳았으니이무리도그형제로더불어서로

대하여예루살렘에거하였더라 39넬은기스를낳았고

기스는사울을낳았고사울은요나단과말기수아와아

비나답과에스바알을낳았으며 40요나단의아들은므

립바알이라므립바알이미가를낳았고 41미가의아들

들은비돈과멜렉과다레아와아하스며 42아하스는야

라를낳았고야라는알레멧과아스마웹과시므리를낳

았고시므리는모사를낳았고 43모사는비느아를낳았

으며비느아의아들은르바야요그아들은엘르아사요

그아들은아셀이며 44아셀이여섯아들이있으니그

이름은아스리감과보그루와이스마엘과스아랴와오

바댜와하난이라아셀의아들들이이러하였더라

10블레셋사람과이스라엘이싸우더니이스라엘사

람들이블레셋사람앞에서도망하다가길보아산에서

죽임을받고엎드러지니라 2블레셋사람이사울과그

아들들을추격하여사울의아들요나단과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죽이고 3사울을맹렬히치며활쏘는자가

사울에게따라미치매사울이그쏘는자를인하여심



역대상 813

히군급하여 4자기의병기가진자에게이르되너는

칼을빼어나를찌르라저할례없는자가와서나를욕

되게할까두려워하노라그러나그병기가진자가심

히두려워하여즐겨행치아니하매사울이자기칼을

취하고그위에엎드러지니 5병기가진자가사울의

죽음을보고자기도칼에엎드러져죽으리라 6이와같

이사울과그세아들과그온집이함께죽으니라 7골

짜기에있는모든이스라엘사람이저희의도망한것

과사울과그아들들의다죽은것을보고그성읍들을

버리고도망하매블레셋사람이와서거기거하니라 8

이튿날에블레셋사람이와서죽임을당한자를벗기

다가사울과그아들들이길보아산에엎드러졌음을보

고 9곧사울을벗기고그머리와갑옷을취하고사람

을블레셋땅사방에보내어모든우상과뭇백성에게

광포하게하고 10사울의갑옷을그신의묘에두고그

머리를다곤의묘에단지라 11길르앗야베스모든사람

이블레셋사람의사울에게행한모든일을듣고 12용

사들이다일어나서사울의시체와그아들들의시체

를취하여야베스로가져다가그곳상수리나무아래

그해골을장사하고칠일을금식하였더라 13사울의죽

은것은여호와께범죄하였음이라저가여호와의말씀

을지키지아니하고또신접한자에게가르치기를청

하고 14여호와께묻지아니하였으므로여호와께서저

를죽이시고그나라를이새의아들다윗에게돌리셨

더라

11온이스라엘이헤브론에모여다윗을보고가로되

우리는왕의골육이니이다 2전일곧사울이왕이되었

을때에도이스라엘을거느려출입하게한자가왕이

시었고왕의하나님여호와께서도왕에게말씀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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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네가내백성이스라엘의목자가되며내백성이스

라엘의주권자가되리라하셨나이다하니라 3이에이

스라엘모든장로가헤브론에이르러왕에게나아오니

다윗이헤브론에서여호와앞에서저희와언약을세우

매저희가다윗에게기름을부어이스라엘왕을삼으

니여호와께서사무엘로전하신말씀대로되었더라 4

다윗이온이스라엘로더불어예루살렘곧여부스에

이르니여부스토인이거기거하였더라 5여부스토인

이다윗에게이르기를네가이리로들어오지못하리라

하나다윗이시온산성을빼앗았으니이는다윗성이

더라 6다윗이가로되먼저여부스사람을치는자는

두목과장관을삼으리라하였더니스루야의아들요압

이먼저올라갔으므로두목이되었고 7다윗이그산성

에거한고로무리가다윗성이라일컬었으며 8다윗이

밀로에서부터두루성을쌓았고그남은성은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만군의여호와께서함께계시니다윗

이점점강성하여가니라 10다윗에게있는용사의두

목은이러하니라이사람들이온이스라엘로더불어

다윗의힘을도와나라를얻게하고세워왕을삼았으

니이는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대하여이르신말씀대

로함이었더라 11다윗에게있는용사의수효가이러하

니라학몬사람의아들야소브암은삼십인의두목이라

저가창을들어한때에삼백인을죽였고 12그다음은

아호아사람도도의아들엘르아살이니세용사중하

나이라 13저가바스담밈에서다윗과함께하였더니블

레셋사람이그곳에모여와서치니거기보리가많이

난밭이있더라백성들이블레셋사람앞에서도망하

되 14저희가그밭가운데서서그밭을보호하여블레

셋사람을죽였으니여호와께서큰구원으로구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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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더라 15삼십두목중세사람이바위로내려가서

아둘람굴다윗에게이를때에블레셋군대가르바임

골짜기에진쳤더라 16그때에다윗은산성에있고블

레셋사람의영채는베들레헴에있는지라 17다윗이사

모하여가로되베들레헴성문곁우물물을누가나로

마시게할꼬하매 18이세사람이블레셋사람의군대

를충돌하고지나가서베들레헴성문곁우물물을길어

가지고다윗에게로왔으나다윗이마시기를기뻐아니

하고그물을여호와께부어드리고 19가로되내하나

님이여내가결단코이런일을하지아니하리이다생

명을돌아보지아니하고갔던사람들의피를어찌마

시리이까하고마시기를즐겨아니하니라세용사가

이런일을행하였더라 20요압의아우아비새는그삼

인의두목이라저가창을들어삼백인을죽이고그삼

인중에이름을얻었으니 21저는둘째삼인중에가장

존귀하여저희의두목이되었으나그러나첫째삼인에

게는미치지못하니라 22갑스엘용사의손자여호야다

의아들브나야는효용한일을행한자라저가모압아

리엘의아들둘을죽였고또눈올때에함정에내려가

서한사자를죽였으며 23또장대한애굽사람을죽였

는데그사람의키가다섯규빗이요그손에든창이베

틀채같으나저가막대기를가지고내려가서그애굽

사람의손에서창을빼앗아그창으로죽였더라 24여

호야다의아들브나야가이런일을행하였으므로세

용사중에이름을얻고 25삼십인보다존귀하나그러나

첫삼인에게는미치지못하니라다윗이저를세워시

위대장관을삼았더라 26또군중의큰용사는요압의

아우아사헬과베들레헴사람도도의아들엘하난과

27하롤사람삼훗과블론사람헬레스와 28드고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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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익게스의아들이라와아나돗사람아비에셀과 29

후사사람십브개와아호아사람일래와 30느도바사

람마하래와느도바사람바아나의아들헬렛과 31베

냐민자손에속한기브아사람리배의아들이대와비

라돈사람브나야와 32가아스시냇가에사는후래와

아르바사람아비엘과 33바하룸사람아스마웹과사알

본사람엘리아바와 34기손사람하셈의아들들과하

랄사람사게의아들요나단과 35하랄사람사갈의아

들아히암과울의아들엘리발과 36므게랏사람헤벨

과블론사람아히야와 37갈멜사람헤스로와에스배

의아들나아래와 38나단의아우요엘과하그리의아

들밉할과 39암몬사람셀렉과스루야의아들요압의

병기잡은자베롯사람나하래와 40이델사람이라와

이델사람가렙과 41헷사람우리아와알래의아들사

밧과 42르우벤자손시사의아들곧르우벤자손의두

목아디나와그종자삼십인과 43마아가의아들하난

과미덴사람요사밧과 44아스드랏사람웃시야와아

로엘사람호담의아들사마와여이엘과 45시므리의

아들여디아엘과그아우디스사람요하와 46마하위

사람엘리엘과엘라암의아들여리배와요사위야와모

압사람이드마와 47엘리엘과오벳과므소바사람야아

시엘이더라

12다윗이기스의아들사울을인하여시글락에숨어

있을때에그에게와서싸움을돕는용사중에든자가

있었으니 2저희는활을가지며좌우손을놀려물매도

던지며살도발하는자요베냐민지파사울의동족인

데그이름은이러하니라 3그두목은아히에셀이요다

음은요아스니기브아사람스마아의두아들이요또

아스마웹의아들여시엘과벨렛과또브라가와아나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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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예후와 4기브온사람곧삼십인중에용사요삼

십인의두목된이스마야며또예레미야와야하시엘과

요하난과그데라사람요사밧과 5엘루새와여리못과

브아랴와스마랴와하룹사람스바댜와 6고라사람들

엘가나와잇시야와아사렐과요에셀과야소브암이며

7그돌사람여로함의아들요엘라와스바댜더라 8갓

사람중에서거친땅견고한곳에이르러다윗에게돌

아온자가있었으니다용사요싸움에익숙하여방패

와창을능히쓰는자라그얼굴은사자같고빠르기는

산의사슴같으니 9그두목은에셀이요둘째는오바댜

요세째는엘리압이요 10네째는미스만나요다섯째는

예레미야요 11여섯째는앗대요일곱째는엘리엘이요

12여덟째는요하난이요아홉째는엘사밧이요 13열째

는예레미야요열한째는막반내라 14이갓자손이군

대장관이되어그작은자는일백인을관할하고그큰

자는일천인을관할하더니 15정월에요단강물이모든

언덕에넘칠때에이무리가강물을건너서골짜기에

있는모든자로동서로도망하게하였더라 16베냐민과

유다자손중에서견고한곳에이르러다윗에게나오

매 17다윗이나가서맞아저희에게일러가로되만일

너희가평화로이와서나를돕고자하면내마음이너

희와연합하려니와만일너희가나를속여내대적에

게붙이고자하면내손에불의함이없으니우리열조

의하나님이감찰하시고책망하시기를원하노라하매

18때에성신이삼십인의두목아마새에게감동하시니

가로되다윗이여우리가당신에게속하겠고이새의아

들이여우리가당신과함께하리니원컨대평강하소서

당신도평강하고당신을돕는자에게도평강이있을지

니이는당신의하나님이당신을도우심이니이다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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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윗이드디어접대하여세워군대장관을삼았더라

19다윗이전에블레셋사람과함께가서사울을치려할

때에므낫세지파에서두어사람이다윗에게돌아왔으

나다윗등이블레셋사람을돕지못하였음은블레셋

사람의방백이서로의논하고보내며이르기를저가

그주사울에게로돌아가리니우리머리가위태할까하

라함이라 20다윗이시글락으로갈때에므낫세지파

에서그에게로돌아온자는아드나와요사밧과여디아

엘과미가엘과요사밧과엘리후와실르대니다므낫세

의천부장이라 21이무리가다윗을도와적당을쳤으

니저희는다큰용사요군대장관이됨이었더라 22그

때에사람이날마다다윗에게로돌아와서돕고자하매

큰군대를이루어하나님의군대와같았더라 23싸움을

예비한군대장관들이헤브론에이르러다윗에게로나

아와서여호와의말씀대로사울의나라를저에게돌리

고자하였으니그수효가이러하였더라 24유다자손

중에서방패와창을들고싸움을예비한자가육천팔

백명이요 25시므온자손중에서싸움하는큰용사가

칠천일백명이요 26레위자손중에서사천육백명이요

27아론의집족장여호야다와그와함께한자가삼천

칠백명이요 28또젊은용사사독과그족속의장관이

이십이명이요 29베냐민자손곧사울의동족은아직

도태반이나사울의집을좇으나그중에서나아온자

가삼천명이요 30에브라임자손중에서본족속의유

명한큰용사가이만팔백명이요 31므낫세반지파중

에녹명된자로서와서다윗을세워왕을삼으려하는

자가일만팔천명이요 32잇사갈자손중에서시세를

알고이스라엘이마땅히행할것을아는두목이이백

명이니저희는그모든형제를관할하는자며 33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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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중에서모든군기를가지고항오를정제히하고두

마음을품지아니하고능히진에나아가서싸움을잘

하는자가오만명이요 34납달리중에서장관일천명과

방패와창을가지고함께한자가삼만칠천명이요 35

단자손중에서싸움을잘하는자가이만팔천륙백명

이요 36아셀중에서능히진에나가서싸움을잘하는

자가사만명이요 37요단저편르우벤자손과갓자손

과므낫세반지파중에서모든군기를가지고능히싸

우는자가십이만명이었더라 38이모든군사가항오

를정제히하고다성심으로헤브론에이르러다윗으

로온이스라엘왕을삼고자하고또이스라엘의남은

자도다일심으로다윗으로왕을삼고자하여 39무리

가거기서다윗과함께사흘을지내며먹고마셨으니

이는그형제가이미식물을예비하였음이며 40또근

처에있는자로부터잇사갈과스불론과납달리까지도

식물을나귀와약대와노새와소에무수히실어왔으

니곧과자와무화과병과건포도와포도주와기름이요

소와양도많이가져왔으니이스라엘가운데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3다윗이천부장과백부장곧모든장수로더불어의

논하고 2이스라엘의온회중에게이르되만일너희가

선히여기고또우리의하나님여호와께로말미암았으

면우리가이스라엘온땅에남아있는우리형제와또

저희와함께들어있는성읍에거하는제사장과레위

사람에게보내어저희를우리에게로모이게하고 3우

리가우리하나님의궤를옮겨오자사울때에는우리

가궤앞에서묻지아니하였느니라하매 4뭇백성이

이일을선히여기므로온회중이그대로행하겠다한

지라 5이에다윗이애굽의시홀시내에서부터하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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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까지온이스라엘을불러모으고기럇여아림에서부

터하나님의궤를메어오고자할새 6다윗이온이스

라엘을거느리고바알라곧유다에속한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여호와하나님의궤를메어오려하니이는

여호와께서두그룹사이에계시므로그이름으로일

컫는궤라 7하나님의궤를새수레에싣고아비나답의

집에서나오는데웃사와아히오는수레를몰며 8다윗

과이스라엘온무리는하나님앞에서힘을다하여뛰

놀며노래하며수금과비파와소고와제금과나팔로

주악하니라 9기돈의타작마당에이르러서는소들이

뛰므로웃사가손을펴서궤를붙들었더니 10웃사가

손을펴서궤를붙듦을인하여여호와께서진노하사

치시매웃사가거기하나님앞에서죽으니라 11여호와

께서웃사를충돌하시므로다윗이분하여그곳을베레

스웃사라칭하니그이름이오늘날까지이르니라 12

그날에다윗이하나님을두려워하여가로되내가어

찌하나님의궤를내곳으로오게하리요하고 13궤를

옮겨다윗성자기에게메어들이지못하고치우쳐가드

사람오벧에돔의집으로메어가니라 14하나님의궤가

오벧에돔의집에서그권속과함께석달을있으니라

여호와께서오벧에돔의집과그모든소유에복을내

리셨더라

14두로왕히람이다윗에게사자들과백향목과석수

와목수를보내어그궁궐을건축하게하였더라 2다윗

이여호와께서자기로이스라엘왕을삼으신줄을깨

달았으니이는그백성이스라엘을위하여나라를진

흥하게하셨음이더라 3다윗이예루살렘에서또아내

들을취하여또자녀를낳았으니 4예루살렘에서낳은

아들들의이름은삼무아와소밥과나단과솔로몬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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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과엘리수아와엘벨렛과 6노가와네벡과야비아

와 7엘리사마와브엘랴다와엘리벨렛이었더라 8다윗

이기름부음을받아온이스라엘의왕이되었다함을

블레셋사람이듣고다윗을찾으러다올라오매다윗

이듣고방비하러나갔으나 9블레셋사람이이미이르

러르바임골짜기를침범하였는지라 10다윗이하나님

께물어가로되내가블레셋사람을치러올라가리이

까주께서저희를내손에붙이시겠나이까여호와께서

이르시되올라가라내가저희를네손에붙이리라하

신지라 11이에무리가바알부라심으로올라갔더니다

윗이거기서저희를치고가로되하나님이물을흩음

같이내손으로내대적을흩으셨다함으로그곳이름

을바알브라심이라칭하니라 12블레셋사람이그우상

을그곳에버렸으므로다윗이명하여불에사르니라

13블레셋사람이다시골짜기를침범한지라 14다윗이

또하나님께묻자온대하나님이이르시되마주올라가

지말고저희뒤로돌아뽕나무수풀맞은편에서저희

를엄습하되 15뽕나무꼭대기에서걸음걷는소리가

들리거든곧나가서싸우라하나님이네앞서나아가

서블레셋사람의군대를치리라하신지라 16이에다

윗이하나님의명대로행하여블레셋사람의군대를

쳐서기브온에서부터게셀까지이르렀더니 17다윗의

명성이열국에퍼졌고여호와께서열국으로저를두려

워하게하셨더라

15다윗이다윗성에서자기를위하여궁궐을세우고

또하나님의궤를위하여처소를예비하고위하여장

막을치고 2가로되레위사람외에는하나님의궤를

멜수없나니이는여호와께서저희를택하사하나님

의궤를메고영원히저를섬기게하셨음이니라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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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온무리를예루살렘으로모으고여호와의궤

를그예비한곳으로메어올리고자하여 4아론자손

과레위사람을모으니 5그핫자손중에족장우리엘

과그형제일백이십인이요 6므라리자손중에족장

아사야와그형제이백이십인이요 7게르솜자손중에

족장요엘과그형제일백삼십인이요 8엘리사반자손

중에족장스마야와그형제이백인이요 9헤브론자손

중에족장엘리엘과그형제팔십인이요 10웃시엘자

손중에족장암미나답과그형제일백십이인이라 11

다윗이제사장사독과아비아달을부르고또레위사

람우리엘과아사야와요엘과스마야와엘리엘과암미

나답을불러 12저희에게이르되너희는레위사람의

족장이니너희와너희형제는몸을성결케하고내가

예비한곳으로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궤를메어

올리라 13전에는너희가메지아니하였으므로우리하

나님여호와께서우리를충돌하셨나니이는우리가규

례대로저에게구하지아니하였음이니라 14이에제사

장들과레위사람들이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궤를

메고올라가려하여몸을성결케하고 15모세가여호

와의말씀을따라명한대로레위자손이채로하나님

의궤를꿰어어깨에메니라 16다윗이레위사람의어

른들에게명하여그형제노래하는자를세우고비파

와수금과제금등의악기를울려서즐거운소리를크

게내라하매 17레위사람이요엘의아들헤만과그형

제중베레야의아들아삽과그동종므라리자손중에

구사야의아들에단을세우고 18그다음으로형제스

가랴와벤과야아시엘과스미라못과여히엘과운니와

엘리압과브나야와마아세야와맛디디야와엘리블레

후와믹네야와문지기오벧에돔과여이엘을세우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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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자헤만과아삽과에단은놋제금을크게치

는자요 20스가랴와아시엘과스미라못과여히엘과운

니와엘리압과마아세야와브나야는비파를타서여창

에맞추는자요 21맛디디야와엘리블레후와믹네야와

오벧에돔과여이엘과아사시야는수금을타서여덟째

음에맞추어인도하는자요 22레위사람의족장그나

냐는노래에익숙하므로노래를주장하여사람에게가

르치는자요 23베레갸와엘가나는궤앞에서문을지

키는자요 24제사장스바냐와요사밧과느다넬과아미

새와스가랴와브나야와엘리에셀은하나님의궤앞에

서나팔을부는자요오벧에돔과여히야는궤앞에서

문을지키는자더라 25이에다윗과이스라엘장로들과

천부장들이가서여호와의언약궤를즐거이메고오벧

에돔의집에서올라왔는데 26하나님이여호와의언약

궤를멘레위사람을도우셨으므로무리가수송아지

일곱과수양일곱으로제사를드렸더라 27다윗과궤를

멘레위사람과노래하는자와그두목그나냐와모든

노래하는자도다세마포겉옷을입었으며다윗은또

베에봇을입었고 28이스라엘무리는크게부르며각

과나팔을불며제금을치며비파와수금을힘있게타

며여호와의언약궤를메어올렸더라 29여호와의언약

궤가다윗성으로들어올때에사울의딸미갈이창으

로내어다보다가다윗왕의춤추며뛰노는것을보고

심중에업신여겼더라

16하나님의궤를메고들어가서다윗이위하여친장

막가운데두고번제와화목제를하나님앞에드리니

라 2다윗이번제와화목제드리기를마치고여호와의

이름으로백성에게축복하고 3또이스라엘무리의무

론남녀하고매명에떡한덩이와고기한조각과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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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하나씩나누어주었더라 4또레위사람을세워

여호와의궤앞에서섬기며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

칭송하며감사하며찬양하게하였으니 5그두목은아

삽이요다음은스가랴와여이엘과스미라못과여히엘

과맛디디아와엘리압과브나야와오벧에돔과여이엘

이라비파와수금을타고아삽은제금을힘있게치고 6

제사장브나야와야하시엘은항상하나님의언약궤앞

에서나팔을부니라 7그날에다윗이아삽과그형제

를세워위선여호와께감사하게하여이르기를 8너희

는여호와께감사하며그이름을불러아뢰며그행사

를만민중에알게할지어다 9그에게노래하며그를

찬양하며그모든기사를말할지어다 10그성호를자

랑하라무릇여호와를구하는자는마음이즐거울지로

다 11여호와와그능력을구할지어다그얼굴을항상

구할지어다 12그종이스라엘의후손곧택하신야곱

의자손너희는그행하신기사와그이적과그입의판

단을기억할지어다 13 (12절과같음) 14그는여호와우

리하나님이시라그의판단이온땅에있도다 15너희

는그언약곧천대에명하신말씀을영원히기억할지

어다 16이것은아브라함에게하신언약이며이삭에게

하신맹세며 17이는야곱에게세우신율례곧이스라

엘에게하신영원한언약이라 18이르시기를내가가나

안땅을네게주어너희기업의지경이되게하리라하

셨도다 19때에너희인수가적어서매우영성하며그

땅에객이되어 20이족속에게서저족속에게로, 이나

라에서다른민족에게로유리하였도다 21사람이그들

을해하기를용납지아니하시고그들의연고로열왕을

꾸짖어 22이르기를나의기름부은자를만지지말며

나의선지자를상하지말라하셨도다 23온땅이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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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께노래하며구원을날마다선포할지어다 24그영

광을열방중에, 그기이한행적을만민중에선포할지

어다 25여호와는광대하시니극진히찬양할것이요모

든신보다경외할것임이여 26만방의모든신은헛것

이요여호와께서는하늘을지으셨음이로다 27존귀와

위엄이그앞에있으며능력과즐거움이그처소에있

도다 28만방의족속들아영광과권능을여호와께돌릴

지어다여호와께돌릴지어다 29여호와의이름에합당

한영광을그에게돌릴지어다예물을가지고그앞에

들어갈지어다아름답고거룩한것으로여호와께경배

할지어다 30온땅이여그앞에서떨지어다세계가굳

게서고흔들리지못하는도다 31하늘은기뻐하고땅은

즐거워하며열방중에서는이르기를여호와께서통치

하신다할지로다 32바다와거기충만한것이외치며

밭과그가운데모든것은즐거워할지로다 33그리할

때에삼림의나무들이여호와앞에서즐거이노래하리

니주께서땅을심판하러오실것임이로다 34여호와께

감사하라그는선하시며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35너희는이르기를우리의구원의하나님이여우리를

구원하여만국가운데서건져내시고모으시사우리로

주의성호를감사하며주의영예를찬양하게하소서

할지어다 36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을영원부터영

원까지송축할지로다하매모든백성이아멘하고여호

와를찬양하였더라 37다윗이아삽과그형제를여호와

의언약궤앞에머물러항상그궤앞에서섬기게하되

날마다그일대로하게하였고 38오벧에돔과그형제

육십팔인과여두둔의아들오벧에돔과호사로문지기

를삼았고 39제사장사독과그형제제사장들로기브

온산당에서여호와의성막앞에모시게하여 40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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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으로번제단위에여호와께번제를드리되여호와

의율법에기록하여이스라엘에게명하신대로다준행

하게하였고 41또저희와함께헤만과여두둔과그남

아택함을받고녹명된자를세워여호와의자비하심이

영원함을인하여감사하게하였고 42또저희와함께

헤만과여두둔을세워나팔과제금들과하나님을찬송

하는악기로소리를크게내게하였고또여두둔의아

들로문을지키게하였더라 43이에뭇백성은각각그

집으로돌아가고다윗도자기집을위하여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다윗이그궁실에거할때에선지자나단에게이르

되나는백향목궁에거하거늘여호와의언약궤는휘

장밑에있도다 2나단이다윗에게고하되하나님이왕

과함께계시니무릇마음에있는바를행하소서 3그

밤에하나님의말씀이나단에게임하여가라사대 4가

서내종다윗에게말하기를여호와의말씀이너는나

의거할집을건축하지말라 5내가이스라엘을올라오

게한날부터오늘날까지집에거하지아니하고오직

이장막과저장막에있으며이성막과저성막에있었

나니 6무릇이스라엘무리로더불어행하는곳에서내

가내백성을먹이라고명한이스라엘어느사사에게

내가말하기를너희가어찌하여나를위하여백향목

집을건축하지아니하였느냐고말하였느냐하고 7연

하여내종다윗에게이처럼말하라만군의여호와께

서이처럼말씀하시기를내가너를목장곧양을따르

는데서취하여내백성이스라엘의주권자를삼고 8

네가어디를가든지내가너와함께있어네모든대적

을네앞에서멸하였은즉세상에서존귀한자의이름

같은이름을네게만들어주리라 9내가또내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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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을위하여한곳을정하여저희를심고저희로

자기곳에거하여다시는옮기지않게하며악한유로

전과같이저희를해하지못하게하여 10전에내가사

사를명하여내백성이스라엘을다스리던때와같지

않게하고또모든대적으로네게복종하게하리라또

네게이르노니여호와가너를위하여집을세울지라 11

네수한이차서네가열조에게로돌아가면내가네뒤

에네씨곧네아들중하나를세우고그나라를견고하

게하리니 12저는나를위하여집을건축할것이요나

는그위를영원히견고하게하리라 13나는그아비가

되고그는나의아들이되리니나의자비를그에게서

빼앗지아니하기를내가네전에있던자에게서빼앗

음과같이하지않을것이며 14내가영영히그를내집

과내나라에세우리니그위가영원히견고하리라하

셨다하라 15나단이이모든말씀과이모든묵시대로

다윗에게고하니라 16다윗왕이여호와앞에들어가

앉아서가로되여호와하나님이여나는누구오며내

집은무엇이관대나로이에이르게하셨나이까 17하나

님이여주께서이것을오히려작게여기시고또종의

집에대하여먼장래까지말씀하셨사오니여호와하나

님이여나를존귀한자같이여기셨나이다 18주께서

주의종에게베푸신존귀에대하여다윗이다시무슨

말씀을하오리이까주께서는주의종을아시나이다 19

여호와여주께서주의종을위하여주의뜻대로이모

든큰일을행하사이모든큰일을알게하셨나이다 20

여호와여우리귀로들은대로는주와같은이가없고

주외에는참신이없나이다 21땅의어느한나라가주

의백성이스라엘과같으리이까하나님이가서구속하

사자기백성을삼으시고크고두려운일로인하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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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얻으시고애굽에서구속하신자기백성앞에서

열국을쫓아내셨사오며 22주께서주의백성이스라엘

로영원히주의백성을삼으셨사오니여호와여주께서

저희하나님이되셨나이다 23여호와여이제주의종과

그집에대하여말씀하신것을영원히견고케하시며

말씀하신대로행하사 24견고케하시고사람으로영원

히주의이름을높여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는이스

라엘의하나님곧이스라엘에게하나님이시라하게하

시며주의종다윗의집이주앞에서견고히서게하옵

소서 25나의하나님이여주께서종을위하여집을세

우실것을이미듣게하셨으므로주의종이주앞에서

이기도로구할마음이생겼나이다 26여호와여오직

주는하나님이시라주께서이좋은것으로주의종에

게허락하시고 27이제주께서종의집에복을주사주

앞에영원히두시기를기뻐하시나이다여호와여주께

서복을주셨사오니이복을영원히누리리이다하니

라

18이후에다윗이블레셋사람을쳐서항복받고블레

셋사람의손에서가드와그동네를빼앗고 2또모압

을치매모압사람이다윗의종이되어조공을바치니

라 3소바왕하닷에셀이유브라데강가에서자기권

세를펴고자하매다윗이저를쳐서하막까지이르고 4

그병거일천승과기병칠천과보병이만을빼앗고그

병거일백승의말만남기고그외의병거의말은다발

의힘줄을끊었더니 5다메섹아람사람이소바왕하

닷에셀을도우러온지라다윗이아람사람이만이천

을죽이고 6다메섹아람에수비대를두매아람사람이

다윗의종이되어조공을바치니라다윗이어디로가

든지여호와께서이기게하시니라 7다윗이하닷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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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복들의가진금방패를빼앗아예루살렘으로가져

오고 8또하닷에셀의성읍디브핫과군에서심히많은

곳을취하였더니솔로몬이그것으로놋바다와기둥과

놋그릇들을만들었더라 9하맛왕도우가다윗이소바

왕하닷에셀의온군대를쳐서파하였다함을듣고 10

그아들하도람을보내어다윗왕에게문안하고축복

하게하니이는하닷에셀이이왕에도우로더불어여

러번전쟁이있던터에다윗이하닷에셀을쳐서파하

였음이라하도람이금과은과놋의여러가지그릇을

가져온지라 11다윗왕이그것도여호와께드리되에돔

과모압과암몬자손과블레셋사람과아말렉등여러

족속에게서취하여온은금과함께하여드리니라 12

스루야의아들아비새가염곡에서에돔사람일만팔

천을쳐죽인지라 13다윗이에돔에수비대를두매에

돔사람이다다윗의종이되니라다윗이어디로가든

지여호와께서이기게하셨더라 14다윗이온이스라엘

을다스려모든백성에게공과의를행할새 15스루야

의아들요압은군대장관이되고아힐룻의아들여호

사밧은사관이되고 16아히둡의아들사독과아비아달

의아들아비멜렉은제사장이되고사워사는서기관이

되고 17여호야다의아들브나야는그렛사람과블렛

사람을관할하고다윗의아들들은왕을모셔대신이

되니라

19그후에암몬자손의왕나하스가죽고그아들이

대신하여왕이되니 2다윗이가로되하눈의아비나하

스가전에내게은혜를베풀었으니이제내가그아들

하눈에게은혜를베풀리라하고사자를보내어그아

비죽은것을조상하게하니라다윗의신복들이암몬

자손의땅에이르러하눈에게나아가조상하매 3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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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의방백들이하눈에게고하되왕은다윗이조문사

를보낸것이왕의부친을공경함인줄로여기시나이

까그신복이왕에게나아온것이이땅을엿보고탐지

하여함락시키고자함이아니니이까 4하눈이이에다

윗의신복들을잡아그수염을깍고그의복의중동볼

기까지자르고돌려보내매 5혹이다윗에게가서그

사람들의당한일을고하니라그사람들이심히부끄

러워하므로다윗이저희를맞으러보내어이르기를너

희는수염이자라기까지여리고에머물다가돌아오라

하니라 6암몬자손이자기가다윗에게밉게한줄안

지라하눈이암몬자손으로더불어은일천달란트를

아람나하라임과아람마아가와소바에보내어병거와

마병을삯내되 7곧병거삼만이천승과마아가왕과

그백성을삯내었더니저희가와서메드바앞에진치

매암몬자손이그모든성읍으로좇아모여와서싸우

려한지라 8다윗이듣고요압과용사의온무리를보

내었더니 9암몬자손은나와서성문앞에진치고도

우러온여러왕은따로들에있더라 10요압이앞뒤에

친적진을보고이스라엘뺀자중에서또빼서아람사

람을대하여진치고 11그남은무리는그아우아비새

의수하에붙여암몬자손을대하여진치게하고 12가

로되만일아람사람이나보다강하면네가나를돕고

만일암몬자손이너보다강하면내가너를도우리라

13너는담대하라우리가우리백성과우리하나님의

성읍들을위하여담대히하자여호와께서선히여기시

는대로행하시기를원하노라하고 14요압과그종자

가싸우려고아람사람앞에나아가니저희가그앞에

서도망하고 15암몬자손은아람사람의도망함을보

고저희도요압의아우아비새앞에서도망하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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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들어간지라이에요압이예루살렘으로돌아오니라

16아람사람이자기가이스라엘앞에서패하였음을보

고사자를보내어강건너편에있는아람사람을불러

내니하닷에셀의군대장관소박이저희를거느린지라

17혹이다윗에게고하매다윗이온이스라엘을모으고

요단을건너아람사람에게이르러저희를향하여진을

치니라다윗이아람사람을향하여진을치매저희가

다윗으로더불어싸우더니 18아람사람이이스라엘앞

에서도망한지라다윗이아람병거칠천승의군사와

보병사만을죽이고또군대장관소박을죽이매 19하

닷에셀의신복이자기가이스라엘앞에서패하였음을

보고다윗으로더불어화친하여섬기고이후로는아람

사람이암몬자손돕기를싫어하니라

20해가돌아와서왕들의출전할때가되매요압이그

군대를거느리고나가서암몬자손의땅을훼파하고

가서랍바를에워싸고다윗은예루살렘에그대로있더

니요압이랍바를쳐서함락시키매 2다윗이그왕의

머리에서보석있는면류관을취하여달아보니중량이

금한달란트라그면류관을자기머리에쓰니라다윗

이또그성에서노략한물건을무수히내어오고 3그

가운데백성을끌어내어톱질과써레질과도끼질을

하게하니라다윗이암몬자손의모든성읍을이같이

하고모든백성과함께예루살렘으로돌아오니라 4이

후에블레셋사람과게셀에서전쟁할때에후사사람

십브개가장대한자의아들중에십배를쳐죽이매저

희가항복하였더라 5다시블레셋사람과전쟁할때에

야일의아들엘하난이가드사람골리앗의아우라흐

미를죽였는데이사람의창자루는베틀채같았더라 6

또가드에서전쟁할때에그곳에키큰자하나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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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매발에가락이여섯씩모두스물넷이있는데저

도장대한자의소생이라 7저가이스라엘을능욕하는

고로다윗의형시므아의아들요나단이저를죽이니

라 8가드장대한자의소생이라도다윗의손과그신

복의손에다죽었더라

21사단이일어나이스라엘을대적하고다윗을격동

하여이스라엘을계수하게하니라 2다윗이요압과백

성의두목에게이르되너희는가서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이스라엘을계수하고돌아와서내게고하여그

수효를알게하라 3요압이가로되여호와께서그백성

을지금보다백배나더하시기를원하나이다내주왕

이여이백성이다내주의종이아니니이까내주께서

어찌하여이일을명하시나이까어찌하여이스라엘로

죄가있게하시나이까하나 4왕의명령이요압을재촉

한지라드디어떠나서이스라엘땅에두루다닌후에

예루살렘으로돌아와서 5백성의수효를다윗에게고

하니이스라엘중에칼을뺄만한자가일백십만이요

유다중에칼을뺄만한자가사십칠만이라 6요압이

왕의명령을밉게여겨레위와베냐민사람은계수하

지아니하였더라 7하나님이이일을괘씸히여기사이

스라엘을치시매 8다윗이하나님께아뢰되내가이일

을행함으로큰죄를범하였나이다이제간구하옵나니

종의죄를사하여주옵소서내가심히미련하게행하

였나이다하니라 9여호와께서다윗의선견자갓에게

이르시되 10가서다윗에게말하여이르기를여호와의

말씀이내가네게세가지를보이노니그중에서하나

를택하라내가그것을네게행하리라하셨다하라 11

갓이다윗에게나아가고하되여호와의말씀이너는

마음대로택하라 12혹, 삼년기근일지혹, 네가석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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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에게패하여대적의칼에쫓길일일지, 혹여호와

의칼곧온역이사흘동안이땅에유행하며여호와의

사자가이스라엘온지경을멸할일일지하셨나니내

가무슨말로나를보내신이에게대답할것을결정하

소서 13다윗이갓에게이르되내가곤경에있도다여

호와께서는긍휼이심히크시니내가그의손에빠지

고사람의손에빠지지않기를원하나이다 14이에여

호와께서이스라엘백성에게온역을내리시매이스라

엘백성의죽은자가칠만이었더라 15하나님이예루살

렘을멸하러사자를보내셨더니사자가멸하려할때

에여호와께서보시고이재앙내림을뉘우치사멸하

는사자에게이르시되족하다이제는네손을거두라

하시니때에여호와의사자가여부스사람오르난의

타작마당곁에선지라 16다윗이눈을들어보매여호

와의사자가천지사이에섰고칼을빼어손에들고예

루살렘편을가리켰는지라다윗이장로들로더불어굵

은베를입고얼굴을땅에대고엎드려 17하나님께아

뢰되명하여백성을계수하게한자가내가아니니이

까범죄하고악을행한자는곧내니이다이양무리는

무엇을행하였나이까청컨대나의하나님여호와여주

의손으로나와내아비의집을치시고주의백성에게

재앙을내리지마옵소서 18여호와의사자가갓을명하

여다윗에게이르시기를올라가서여부스사람오르난

의타작마당에서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으라하신

지라 19다윗이이에갓이여호와의이름으로이른말

씀대로올라가니라 20때에오르난이밀을타작하다가

돌이켜천사를보고네아들과함께숨었더니 21다윗

이오르난에게나아가매오르난이내어다보다가다윗

을보고타작마당에서나와서얼굴을땅에대고절하



역대상 834

매 22다윗이오르난에게이르되이타작하는곳을내

게붙이라너는상당한값으로붙이라내가여호와를

위하여여기한단을쌓으리니그리하면온역이백성

중에서그치리라 23오르난이다윗에게고하되왕은취

하소서내주왕의좋게여기시는대로행하소서보소

서내가이것들을드리나이다소들은번제물로곡식

떠는기계는화목으로밀은소제물로삼으시기위하여

다드리나이다 24다윗왕이오르난에게이르되그렇지

아니하다내가결단코상당한값으로사리라내가여

호와께드리려고네물건을취하지아니하겠고값없

이는번제를드리지도아니하리라하고 25그기지값

으로금육백세겔을달아오르난에게주고 26다윗이

거기서여호와를위하여단을쌓고번제와화목제를

드려여호와께아뢰었더니여호와께서하늘에서부터

번제단위에불을내려응답하시고 27사자를명하시매

저가칼을집에꽂았더라 28이때에다윗이여호와께

서여부스사람오르난의타작마당에서응답하심을

보고거기서제사를드렸으니 29옛적에모세가광야에

서지은여호와의장막과번제단이그때에기브온산

당에있으나 30다윗이여호와의사자의칼을두려워하

여감히그앞에가서하나님께묻지못함이라

22다윗이가로되이는여호와하나님의전이요이는

이스라엘의번제단이라하였더라 2다윗이명하여이

스라엘땅에우거하는이방사람을모으고석수를시

켜하나님의전을건축할돌을다듬게하고 3다윗이

또문짝못과거멀못에쓸철을한없이준비하고또심

히많아서중수를셀수없는놋을준비하고 4또백향

목을무수히준비하였으니이는시돈사람과두로사

람이백향목을다윗에게로많이수운하여왔음이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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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가로되내아들솔로몬이어리고연약하고여

호와를위하여건축할전은극히장려하여만국에명

성과영광이있게하여야할지라그러므로내가이제

위하여준비하리라하고죽기전에많이준비하였더라

6다윗이그아들솔로몬을불러이스라엘하나님여호

와를위하여전을건축하기를부탁하여 7이르되내아

들아나는내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을건

축할마음이있었으나 8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

이르시되너는피를심히많이흘렸고크게전쟁하였

느니라네가내앞에서땅에피를많이흘렸은즉내이

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지못하리라 9한아들이네게

서나리니저는평강의사람이라내가저로사면모든

대적에게서평강하게하리라그이름을솔로몬이라하

리니이는내가저의생전에평안과안정을이스라엘

에게줄것임이니라 10저가내이름을위하여전을건

축할지라저는내아들이되고나는저의아비가되어

그나라위를이스라엘위에굳게세워영원까지이르

게하리라하셨나니 11내아들아여호와께서너와함

께하시기를원하며네가형통하여여호와께서네게

대하여말씀하신대로여호와의전을건축하며 12여호

와께서네게지혜와총명을주사너로이스라엘을다

스리게하시고너의하나님여호와의율법을지키게

하시기를더욱원하노라 13네가만일여호와께서모세

로이스라엘에게명하신모든율례와규례를삼가행

하면형통하리니강하고담대하여두려워말고놀라지

말지어다 14내가환난중에여호와의전을위하여금

십만달란트와은일백만달란트와놋과철을그중수

를셀수없을만큼심히많이예비하였고또재목과돌

을예비하였으나너는더할것이며 15또공장이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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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있나니곧석수와목수와온갖일에익숙한모든

사람이니라 16금과은과놋과철이무수하니너는일

어나일하라여호와께서너와함께계실지로다 17다윗

이또이스라엘모든방백에게명하여그아들솔로몬

을도우라하여가로되 18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너

희와함께하지아니하시느냐사면으로너희에게평강

을주지아니하셨느냐이땅거민을내손에붙이사이

땅으로여호와와그백성앞에복종하게하셨나니 19

이제너희는마음과정신을진정하여너희하나님여

호와를구하고일어나서여호와하나님의성소를건축

하고여호와의언약궤와하나님의거룩한기구를가져

다가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건축한전에드리게하

라하였더라

23다윗이나이많아늙으매아들솔로몬으로이스라

엘왕을삼고 2이스라엘모든방백과제사장과레위사

람을모았더라 3레위사람은삼십세이상으로계수하

였으니모든남자의명수가삼만팔천인데 4그중에

이만사천은여호와의전사무를보살피는자요육천

은유사와재판관이요 5사천은문지기요사천은다윗

의찬송하기위하여지은악기로여호와를찬송하는

자라 6다윗이레위의아들게르손과그핫과므라리의

각족속을따라그반열을나누었더라 7게르손자손은

라단과시므이라 8라단의아들들은족장여히엘과또

세담과요엘세사람이요 9시므이의아들들은슬로밋

과하시엘과하란세사람이니이는라단의족장들이

며 10또시므이의아들들은야핫과시나와여우스와

브리아니이네사람도시므이의아들이라 11그족장

은야핫이요그다음은시사며여우스와브리아는아

들이많지아니하므로저희와한족속으로계수되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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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2그핫의아들들은아므람과이스할과헤브론과웃

시엘네사람이라 13아므람의아들들은아론과모세니

아론은그자손들과함께구별되어몸을성결케하여

영원토록지극히거룩한자가되어여호와앞에분향

하며섬기며영원토록그이름을받들어축복하게되

었으며 14하나님의사람모세의아들들은레위지파

중에기록되었으니 15모세의아들은게르솜과엘리에

셀이라 16게르솜의아들중에스브엘이족장이되었고

17엘리에셀의아들은족장르하뱌라엘리에셀이이외

에는다른아들이없고르하뱌의아들은심히많았으

며 18이스할의아들은족장슬로밋이요 19헤브론의

아들들은족장여리야와둘째아마랴와세째야하시엘

과네째여가므암이며 20웃시엘의아들은족장미가와

그다음잇시야더라 21므라리의아들들은마흘리와무

시요마흘리의아들들은엘르아살과기스라 22엘르아

살이아들이없이죽고딸만있더니그형제기스의아

들이저에게장가들었으며 23무시의아들들은마흘리

와에델과여레못세사람이더라 24이는다레위자손

이니그종가를따라계수함을입어이름이기록되고

여호와의전에서섬기는일을하는이십세이상된족

장들이라 25다윗이이르기를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

께서평강을그백성에게주시고예루살렘에영원히

거하시나니 26레위사람이다시는성막과그가운데서

쓰는모든기구를멜것이없다한지라 27다윗의유언

대로레위자손이이십세이상으로계수되었으니 28그

직분은아론의자손에게수종들어여호와의전과뜰과

골방에서섬기고또모든성물을정결케하는일곧하

나님의전에서섬기는일과 29또진설병과고운가루

의소제물곧무교전병이나남비에지지는것이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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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하는것이나또모든저울과자를맡고 30새벽과저

녁마다서서여호와께축사하며찬송하며 31또안식일

과초하루와절기에모든번제를여호와께드리되그

명하신규례의정한수효대로항상여호와앞에드리

며 32또회막의직무와성소의직무와그형제아론자

손의직무를지켜여호와의전에서수종드는것이더

라

24아론자손의반차가이러하니라아론의아들들은

나답과아비후와엘르아살과이다말이라 2나답과아

비후가그아비보다먼저죽고아들이없으므로엘르

아살과이다말이제사장의직분을행하였더라 3다윗

이엘르아살의자손사독과이다말의자손아히멜렉으

로더불어저희를나누어각각그섬기는직무를맡겼

는데 4엘르아살의자손중에족장이이다말의자손보

다많으므로나눈것이이러하니엘르아살자손의족

장이십륙이요이다말자손은그열조의집을따라여

덟이라 5이에제비뽑아피차에차등이없이나누었으

니이는성소의일을다스리는자가엘르아살의자손

중에도있고이다말의자손중에도있음이라 6레위사

람느다넬의아들서기관스마야가왕과방백과제사

장사독과아비아달의아들아히멜렉과및제사장과

레위사람의족장앞에서그이름을기록하여엘르아

살의자손중에서한집을취하고이다말의자손중에

서한집을취하였으니 7첫째로제비뽑힌자는여호야

립이요둘째는여다야요 8세째는하림이요네째는스

오림이요 9다섯째는말기야요여섯째는미야민이요

10일곱째는학고스요여덟째는아비야요 11아홉째는

예수아요열째는스가냐요 12열한째는엘리아십이요

열둘째는야김이요 13열세째는훔바요열네째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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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압이요 14열다섯째는빌가요열여섯째는임멜이

요 15열일곱째는헤실이요열여덟째는합비세스요

16열아홉째는브다히야요스무째는여헤스겔이요 17

스물한째는야긴이요스물둘째는가물이요 18스물

세째는들라야요스물네째는마아시야라 19이와같은

반차로여호와의전에들어가서이스라엘하나님여호

와께서저희조상아론에게명하신규례대로수종들었

더라 20레위자손중에남은자는이러하니아므람의

아들중에는수바엘이요수바엘의아들중에는예드야

며 21르하뱌에게이르러는그아들중에족장잇시야

요 22이스할의아들중에는슬로못이요슬로못의아들

중에는야핫이요 23헤브론의아들들은장자여리야와

둘째아마랴와세째야하시엘과네째여가므암이요 24

웃시엘의아들은미가요미가의아들중에는사밀이요

25미가의아우는잇시야라잇시야의아들중에는스가

랴며 26므라리의아들은마흘리와무시요야아시야의

아들은브노니 27므라리의자손야아시야에게서난자

는브노와소함과삭굴과이브리요 28마흘리의아들

중에는엘르아살이니엘르아살은무자하며 29기스에

게이르러는그아들여라므엘이요 30무시의아들은

마흘리와에델과여리못이니이는다그족속대로기

록한레위자손이라 31이여러사람도다윗왕과사독

과아히멜렉과및제사장과레위족장앞에서그형제

아론자손처럼제비뽑혔으니장자의종가와그아우

의종가가다름이없더라

25다윗이군대장관들로더불어아삽과헤만과여두

둔의자손중에서구별하여섬기게하되수금과비파

와제금을잡아신령한노래를하게하였으니그직무

대로일하는자의수효가이러하니라 2아삽의아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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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굴과요셉과느다냐와아사렐라니이아삽의아들들

이아삽의수하에속하여왕의명령을좇아신령한노

래를하며 3여두둔에게이르러는그아들그달리야와

스리와여사야와하사뱌와맛디디야여섯사람이니그

아비여두둔의수하에속하여수금을잡아신령한노

래를하며여호와께감사하며찬양하며 4헤만에게이

르러는그아들북기야와맛다냐와웃시엘과스브엘과

여리못과하나냐와하나니와엘리아다와깃달디와로

암디에셀과요스브가사와말로디와호딜과마하시옷

이라 5이는다헤만의아들들이니나팔을부는자며

헤만은하나님의말씀을받드는왕의선견자라하나님

이헤만에게열네아들과세딸을주셨더라 6이들이

다그아비의수하에속하여제금과비파와수금을잡

아여호와하나님의전에서노래하여섬겼으며아삽과

여두둔과헤만은왕의수하에속하였으니 7저희와모

든형제곧여호와찬송하기를배워익숙한자의수효

가이백팔십팔인이라 8이무리의큰자나작은자나

스승이나제자를무론하고일례로제비뽑아직임을얻

었으니 9첫째로제비뽑힌자는아삽의아들중요셉

이요둘째는그달리야니저와그형제와아들십이인

이요 10세째는삭굴이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

요 11네째는이스리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2다섯째는느다냐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3

여섯째는북기야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4

일곱째는여사렐라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5여덟째는여사야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6

아홉째는맛다냐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7

열째는시므이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8열

한째는아사렐이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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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째는하사뱌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20

열세째는수바엘이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21열네째는맛디디야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

요 22열다섯째는여레못이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

인이요 23열여섯째는하나냐니그아들과형제와십

이인이요 24열일곱째는요스브가사니그아들과형제

와십이인이요 25열여덟째는하나니니그아들과형

제와십이인이요 26열아홉째는말로디니그아들과

형제와십이인이요 27스무째는엘리아다니그아들과

형제와십이인이요 28스물한째는호딜이니그아들

과형제와십이인이요 29스물둘째는깃달디니그아

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30스물세째는마하시옷이니

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요 31스물네째는로암디

에셀이니그아들과형제와십이인이었더라

26문지기의반차가이러하니라고라족속아삽의자

손중에고레의아들므셀레먀와 2므셀레먀의아들들

맏아들스가랴와둘째여디야엘과세째스바댜와네째

야드니엘과 3다섯째엘람과여섯째여호하난과일곱

째엘여호에내며 4오벧에돔의아들들맏아들스마야

와둘째여호사밧과세째요아와네째사갈과다섯째

느다넬과 5여섯째암미엘과일곱째잇사갈과여덟째

브울래대니이는하나님이오벧에돔에게복을주셨음

이며 6그아들스마야도두어아들을낳았으니저희의

족속을다스리는자요큰용사라 7스마야의아들들은

오드니와르바엘과오벳과엘사밧이며엘사밧의형제

엘리후와스마갸는능력이있는자니 8이는다오벧에

돔의자손이라저희와그아들들과그형제들은다능

력이있어그직무를잘하는자니오벧에돔에게서난

자가육십이명이며 9또므셀레먀의아들과형제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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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능력이있는자며 10므라리자손중호사가아들

들이있으니그장자는시므리라시므리는본래맏아

들이아니나그아비가장자를삼았고 11둘째는힐기

야요세째는드발리야요네째는스가랴니호사의아들

과형제가십삼인이더라 12이상은다문지기의반장

으로서그형제처럼직임을얻어여호와의전에서섬

기는자라 13각문을지키기위하여그종족을따라무

론대소하고다제비뽑혔으니 14셀레먀는동방에당첨

되었고그아들스가랴는명철한의사라저를위하여

제비뽑으니북방에당첨되었고 15오벧에돔은남방에

당첨되었고그아들들은곳간에당첨되었으며 16숩빔

과호사는서방에당첨되어큰길로통한살래겟문곁

에있어서로대하여파수하였으니 17동방에레위사

람이여섯이요북방에매일네사람이요남방에매일

네사람이요곳간에는둘씩이며 18낭실서편큰길에

네사람이요낭실에두사람이니 19고라와므라리자

손의문지기의반차가이러하였더라 20레위사람중에

아히야는하나님의전곳간과성물곳간을맡았으며

21라단의자손은곧라단에게속한게르손사람의자

손이니게르손사람라단에게속한족장은여히엘리라

22여히엘리의아들은스담과그아우요엘이니여호와

의전곳간을맡았고 23아므람자손과이스할자손과

헤브론자손과웃시엘자손중에 24모세의아들게르

솜의자손스브엘은곳간을맡았고 25그형제곧엘리

에셀에게서난자는그아들르하뱌와그아들여사야

와그아들요람과그아들시그리와그아들슬로못이

라 26이슬로못과그형제는성물의모든곳간을맡았

으니곧다윗왕과족장과천부장과백부장과군대의

모든장관이구별하여드린성물이라 27저희가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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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노략하여얻은물건중에서구별하여드려여호

와의전을중수하게한것이며 28선견자사무엘과기

스의아들사울과넬의아들아브넬과스루야의아들

요압이무론무엇이든지구별하여드린성물은다슬

로못과그형제의수하에있었더라 29이스할자손중에

그나냐와그아들들은이스라엘바깥일을다스리는

유사와재판관이되었고 30헤브론자손중에하사뱌와

그동족용사일천칠백인은요단서편에서이스라엘

을주관하여여호와의모든일과왕을섬기는직임을

맡았으며 31헤브론자손중에여리야가그세계와종족

대로헤브론자손의족장이되었더라다윗이위에있

은지사십년에길르앗야셀에서그족속중에구하여

큰용사를얻었으니 32그형제중이천칠백명이다용

사요족장이라다윗왕이저희로르우벤과갓과므낫

세반지파를주관하여하나님의모든일과왕의일을

다스리게하였더라

27이스라엘자손의모든족장과천부장과백부장과

왕을섬기는유사들이그인수대로반차가나누이니

각반열이이만사천명씩이라일년동안달마다체번하

여들어가며나왔으니 2정월첫반의반장은삽디엘의

아들야소브암이요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라 3저는

베레스의자손으로서정월반의모든장관의두목이되

었고 4이월반의반장은아호아사람도대요또미글롯

이그반의주장이되었으니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

요 5삼월군대의세째장관은대제사장여호야다의아

들브나야요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라 6이브나야는

삼십인중에용사요삼십인위에있으며그반열중에

그아들암미사밧이있으며 7사월네째장관은요압의

아우아사헬이요그다음은그아들스바댜니그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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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만사천명이요 8오월다섯째장관은이스라사람

삼훗이니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요 9유월여섯째장

관은드고아사람익게스의아들이라니그반열에이

만사천명이요 10칠월일곱째장관은에브라임자손에

속한발론사람헬레스니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요

11팔월여덟째장관은세라족속후사사람십브개니

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요 12구월아홉째장관은베

냐민자손아나돗사람아비에셀이니그반열에이만

사천명이요 13시월열째장관은세라족속느도바사

람마하래니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요 14십일월열

한째장관은에브라임자손에속한비라돈사람브나

야니그반열에이만사천명이요 15십이월열둘째장

관은옷니엘자손에속한느도바사람헬대니그반열

에이만사천명이었더라 16이스라엘지파를관할하는

자는이러하니라르우벤사람의관장은시그리의아들

엘리에셀이요시므온사람의관장은마아가의아들스

바댜요 17레위사람의관장은그무엘의아들하사뱌요

아론자손의관장은사독이요 18유다의관장은다윗의

형엘리후요잇사갈의관장은미가엘의아들오므리요

19스불론의관장은오바댜의아들이스마야요납달리

의관장은아스리엘의아들여레못이요 20에브라임자

손의관장은아사시야의아들호세아요므낫세반지

파의관장은브다야의아들요엘이요 21길르앗에있는

므낫세반지파의관장은스가랴의아들잇도요베냐

민의관장은아브넬의아들야아시엘이요 22단의관장

은여로함의아들아사렐이니이스라엘지파의관장이

이러하며 23이스라엘사람의이십세이하의수효는다

윗이조사하지아니하였으니이는여호와께서전에말

씀하시기를이스라엘사람을하늘의별같이많게하리



역대상 845

라하셨음이라 24스루야의아들요압이조사하기를시

작하고끝내지못하여서그일로인하여진노가이스

라엘에게임한지라그수효를다윗왕의역대지략에

기록하지아니하였더라 25아디엘의아들아스마웹은

왕의곳간을맡았고웃시야의아들요나단은밭과성

읍과촌과산성의곳간을맡았고 26글룹의아들에스

리는밭가는농부를거느렸고 27라마사람시므이는

포도원을맡았고스밤사람삽디는포도원의소산포

도주곳간을맡았고 28게델사람바알하난은평야의

감람나무와뽕나무를맡았고요아스는기름곳간을맡

았고 29사론사람시드래는사론에서먹이는소떼를

맡았고아들래의아들사밧은골짜기에있는소떼를

맡았고 30이스마엘사람오빌은약대를맡았고메로놋

사람예드야는나귀를맡았고하갈사람야시스는양

떼를맡았으니 31다윗왕의재산을맡은자들이이러

하였더라 32다윗의아자비요나단은지혜가있어서모

사가되며서기관도되었고학모니의아들여히엘은

왕의아들들의배종이되었고 33아히도벨은왕의모사

가되었고아렉사람후새는왕의벗이되었고 34브나

야의아들여호야다와아비아달은아히도벨의다음이

되었고요압은왕의군대장관이되었더라

28다윗이이스라엘모든방백곧각지파의어른과

체번하어왕을섬기는반장들과천부장들과백부장들

과및왕과왕자의산업과생축의감독과환관과장사

와용사를예루살렘으로소집하고 2이에다윗왕이일

어서서가로되나의형제들나의백성들아내말을들

으라나는여호와의언약궤곧우리하나님의발등상

을봉안할전건축할마음이있어서건축할재료를준

비하였으나 3오직하나님이내게이르시되너는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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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피를흘렸으니내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지

못하리라하셨느니라 4그러나이스라엘하나님여호

와께서전에나를내부친의온집에서택하여영원히

이스라엘왕이되게하셨나니곧하나님이유다지파

를택하사머리를삼으시고유다의족속에서내부친

의집을택하시고내부친의아들들중에서나를기뻐

하사온이스라엘의왕을삼으셨느니라 5여호와께서

내게여러아들을주시고그모든아들중에서내아들

솔로몬을택하사여호와의나라위에앉혀이스라엘을

다스리게하려하실새 6내게이르시기를네아들솔로

몬그가내전을건축하고내여러뜰을만들리니이는

내가저를택하여내아들을삼고나는그아비가될것

임이라 7저가만일나의계명과규례를힘써준행하기

를오늘날과같이하면내가그나라를영원히견고케

하리라하셨느니라 8이제너희는온이스라엘곧여호

와의회중의보는데와우리하나님의들으시는데서너

희하나님여호와의모든계명을구하여지키기로하

라그리하면너희가이아름다운땅을누리고너희후

손에게끼쳐영원한기업이되게하리라 9내아들솔

로몬아너는네아비의하나님을알고온전한마음과

기쁜뜻으로섬길지어다여호와께서는뭇마음을감찰

하사모든사상을아시나니네가저를찾으면만날것

이요버리면저가너를영원히버리시리라 10그런즉

너는삼갈지어다여호와께서너를택하여성소의전을

건축하게하셨으니힘써행할지니라 11다윗이전의낭

실과그집들과그곳간과다락과골방과속죄소의식

양을그아들솔로몬에게주고 12또성신의가르치신

모든식양곧여호와의전의뜰과사면의모든방과하

나님의전곳간과성물곳간의식양을주고 13또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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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레위사람의반열과여호와의전에섬기는모든

일과섬기는데쓰는모든그릇의식양을설명하고 14

또모든섬기는데쓰는금기명을만들금의중량과모

든섬기는데쓰는은기명을만들은의중량을정하고

15또금등대들과그등잔곧각등대와그등잔을만들

금의중량과은등대와그등잔을만들은의중량을각

기적당하게하고 16또진설병의각상을만들금의중

량을정하고은상을만들은도그렇게하고 17고기갈

고리와대접과종자를만들정금과금잔곧각잔을만

들금의중량과또은잔곧각잔을만들은의중량을

정하고 18또향단에쓸정금과또타시는처소된그룹

들의식양대로만들금의중량을정하여주니이그룹

들은날개를펴서여호와의언약궤를덮는것이더라

19다윗이가로되이위의모든것의식양을여호와의

손이내게임하여그려나로알게하셨느니라 20또그

아들솔로몬에게이르되너는강하고담대하게이일을

행하고두려워말며놀라지말라네가여호와의전역

사의모든일을마칠동안에여호와하나님나의하나

님이너와함께하사네게서떠나지아니하시고너를

버리지아니하시리라 21제사장과레위사람의반열이

있으니여호와의전의모든역사를도울것이요또모

든공역에공교한공장이기쁜마음으로너와함께할

것이요또모든장관과백성이온전히네명령아래있

으리라

29다윗왕이온회중에게이르되내아들솔로몬이

홀로하나님의택하신바되었으나오히려어리고연

약하고이역사는크도다이전은사람을위한것이아

니요여호와하나님을위한것이라 2내가이미내하

나님의전을위하여힘을다하여예비하였나니곧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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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만들금과은과놋과철과나무며또마노와박을

보석과꾸밀보석과채석과다른보석들과화반석이

매우많으며 3성전을위하여예비한이모든것외에

도내마음에내하나님의전을사모하므로나의사유

의금은으로내하나님의전을위하여드렸노니 4곧

오빌의금삼천달란트와천은칠천달란트라모든전

벽에입히며 5금은그릇을만들며공장의손으로하

는모든일에쓰게하였노니오늘날누가즐거이손에

채워여호와께드리겠느냐 6이에모든족장과이스라

엘모든지파어른과천부장과백부장과왕의사무감

독이다즐거이드리되 7하나님의전역사를위하여

금오천달란트와금다릭일만과은일만달란트와놋

일만팔천달란트와철십만달란트를드리고 8무릇

보석이있는자는게르손사람여히엘의손에부쳐여

호와의전곳간에드렸더라 9백성이자기의즐거이드

림으로기뻐하였으니곧저희가성심으로여호와께즐

거이드림이며다윗왕도기쁨을이기지못하여하니

라 10다윗이온회중앞에서여호와를송축하여가로되

우리조상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여주는영원히

송축을받으시옵소서 11여호와여! 광대하심과권능과

영광과이김과위엄이다주께속하였사오니천지에

있는것이다주의것이로소이다여호와여주권도주

께속하였사오니주는높으사만유의머리심이니이다

12부와귀가주께로말미암고또주는만유의주재가

되사손에권세와능력이있사오니모든자를크게하

심과강하게하심이주의손에있나이다 13우리하나

님이여! 이제우리가주께감사하오며주의영화로운

이름을찬양하나이다 14나와나의백성이무엇이관대

이처럼즐거운마음으로드릴힘이있었나이까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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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께로말미암았사오니우리가주의손에서받은

것으로주께드렸을뿐이니이다 15주앞에서는우리가

우리열조와다름이없이나그네와우거한자라세상

에있는날이그림자같아서머무름이없나이다 16우

리하나님여호와여!우리가주의거룩한이름을위하

여전을건축하려고미리저축한이모든물건이다주

의손에서왔사오니다주의것이니이다 17나의하나

님이여! 주께서마음을감찰하시고정직을기뻐하시는

줄내가아나이다내가정직한마음으로이모든것을

즐거이드렸사오며이제내가또여기있는주의백성

이주께즐거이드리는것을보오니심히기쁘도소이

다 18우리열조아브라함과이삭과이스라엘의하나님

여호와여주께서이것을주의백성의심중에영원히

두어생각하게하시고그마음을예비하여주께로돌

아오게하옵시며 19또내아들솔로몬에게정성된마

음을주사주의계명과법도와율례를지켜이모든일

을행하게하시고내가위하여예비한것으로전을건

축하게하옵소서 20다윗이온회중에게이르되너희는

너희하나님여호와를송축하라하매회중이그열조

의하나님여호와를송축하고머리를숙여여호와와

왕에게절하고 21이튿날여호와께제사를드리고또

번제를드리니수송아지가일천이요수양이일천이요

어린양이일천이요또그전제라온이스라엘을위하

여풍성한제물을드리고 22이날에무리가크게기뻐

하여여호와앞에서먹으며마셨더라무리가다윗의

아들솔로몬으로다시왕을삼아기름을부어여호와

께돌려주권자가되게하고사독에게도기름을부어

제사장이되게하니라 23솔로몬이여호와께서주신위

에앉아부친다윗을이어왕이되어형통하니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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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이그명령을순종하며 24모든방백과용사와다

윗왕의여러아들이솔로몬왕에게복종하니 25여호

와께서솔로몬으로이스라엘무리의목전에심히존대

케하시고또왕의위엄을주사그전이스라엘모든왕

보다뛰어나게하셨더라 26이새의아들다윗이온이

스라엘의왕이되어 27이스라엘을치리한날짜는사십

년이라헤브론에서칠년을치리하였고예루살렘에서

삼십삼년을치리하였더라 28저가나이많아늙도록

부하고존귀하다가죽으매그아들솔로몬이대신하여

왕이되니라 29다윗왕의시종행적이선견자사무엘

의글과선지자나단의글과선견자갓의글에다기록

되고 30또저의왕된일과그권세와저와이스라엘과

온세상열국의지난시사가다기록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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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하
1다윗의아들솔로몬의왕위가견고하여가며그하

나님여호와께서저와함께하사심히창대케하시니

라 2솔로몬이온이스라엘의천부장과백부장과재판

관과온이스라엘의각방백과족장들을명하고 3온

회중과함께기브온산당으로갔으니하나님의회막

곧여호와의종모세가광야에서지은것이거기있음

이라 4다윗이전에예루살렘에서하나님의궤를위하

여장막을쳤었으므로그궤는다윗이이미기럇여아

림에서부터위하여예비한곳으로메어올렸고 5옛적

에훌의손자우리의아들브사렐의지은놋단은여호

와의장막앞에있더라솔로몬이회중으로더불어나

아가서 6여호와앞곧회막앞에있는놋단에이르러

그위에일천희생으로번제를드렸더라 7이밤에하

나님이솔로몬에게나타나사이르시되내가네게무엇

을줄꼬너는구하라 8솔로몬이하나님께여짜오되주

께서전에큰은혜를나의아비다윗에게베푸시고나

로대신하여왕이되게하셨사오니 9여호와하나님이

여원컨대주는내아비다윗에게하신것을이제굳게

하옵소서주께서나로땅의티끌같이많은백성의왕

을삼으셨사오니 10주는이제내게지혜와지식을주

사이백성앞에서출입하게하옵소서이렇게많은주

의백성을누가능히재판하리이까 11하나님이솔로몬

에게이르시되이런마음이네게있어서부나재물이

나존영이나원수의생명멸하기를구하지아니하며

장수도구하지아니하고오직내가너로치리하게한

내백성을재판하기위하여지혜와지식을구하였으니

12그러므로내가네게지혜와지식을주고부와재물

과존영도주리니너의전의왕들이이같음이없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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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너의후에도이같음이없으리라 13이에솔로몬이

기브온산당회막앞에서부터예루살렘으로돌아와서

이스라엘을치리하였더라 14솔로몬이병거와마병을

모으매병거가일천사백이요마병이일만이천이라

병거성에도두고예루살렘왕에게도두었으며 15왕이

예루살렘에서은금을돌같이흔하게하고백향목을

평지의뽕나무같이많게하였더라 16솔로몬의말들은

애굽에서내어왔으니왕의상고들이떼로정가하여

산것이며 17애굽에서내어올린병거는하나에은육

백세겔이요말은일백오십세겔이라이와같이헷사

람의모든왕과아람왕들을위하여도그손으로내어

왔었더라

2솔로몬이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고자

기권영을위하여궁궐건축하기를결심하니라 2솔로

몬이이에담군칠만과산에올라작벌할자팔만과일

을감독할자삼천육백을뽑고 3사자를두로왕후람

에게보내어이르되당신이전에내부친다윗에게백

향목을보내어그거할궁궐을건축하게한것같이내

게도그리하소서 4이제내가나의하나님여호와의이

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여구별하여드리고주앞에

서향재료를사르며항상떡을진설하며안식일과초

하루와우리하나님여호와의절기에조석으로번제를

드리려하니이는이스라엘의영원한규례니이다 5내

가건축하고자하는전은크니우리하나님은모든신

보다크심이라 6누가능히하나님을위하여전을건축

하리요하늘과하늘들의하늘이라도주를용납지못하

겠거든내가누구관대어찌능히위하여전을건축하

리요그앞에분향하려할따름이니이다 7이제청컨대

당신은금은동철로제조하며자색홍색청색실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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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며또아로새길줄아는공교한공장하나를내게

보내어내부친다윗이유다와예루살렘에서예비한

나의공교한공장과함께일하게하고 8또레바논에서

백향목과잣나무와백단목을내게로보내소서내가알

거니와당신의종은레바논에서벌목을잘하나니내

종이당신의종을도울지라 9이와같이나를위하여

재목을많이예비하게하소서내가건축하려하는전

은크고화려할것이니이다 10내가당신의벌목하는

종에게용정한밀이만석과보리이만석과포도주이

만말과기름이만말을주리이다하였더라 11두로왕

후람이솔로몬에게답장하여가로되여호와께서그백

성을사랑하시므로당신을세워그왕을삼으셨도다

12또가로되천지를지으신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는

송축을받으실지로다다윗왕에게지혜로운아들을주

시고명철과총명을품부하시사능히여호와를위하여

전을건축하고자기권영을위하여궁궐을건축하게

하시도다 13내가이제공교하고총명한사람을보내오

니전에내부친후람에게속하였던자라 14이사람은

단의여자중한여인의아들이요그아비는두로사람

이라능히금, 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

색실과, 가는베로일을잘하며또모든아로새기는일

에익숙하고모든기묘한식양에능한자니당신의공

교한공장과당신의부친내주다윗의공교한공장과

함께일하게하소서 15내주의말씀하신밀과보리와

기름과포도주는주의종들에게보내소서 16우리가레

바논에서당신의쓰실만큼벌목하여떼를엮어바다

에띄워욥바로보내리니당신은수운하여예루살렘으

로올리소서하였더라 17전에솔로몬의부친다윗이

이스라엘땅에거한이방사람을조사하였더니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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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이다시조사하매모두십오만삼천육백인이

라 18그중에칠만인은담군이되게하였고팔만인은

산에서벌목하게하였고삼천육백인은감독을삼아

백성들에게일을시키게하였더라

3솔로몬이예루살렘모리아산에여호와의전건축하

기를시작하니그곳은전에여호와께서그아비다윗

에게나타나신곳이요여부스사람오르난의타작마당

에다윗이정한곳이라 2솔로몬이왕위에나아간지사

년이월초이일에건축하기를시작하였더라 3솔로몬

이하나님의전을위하여놓은지대는이러하니옛적

재는법대로장이육십규빗이요광이이십규빗이며 4

그전앞낭실의장이전의광과같이이십규빗이요고

가일백이십규빗이니안에는정금으로입혔으며 5그

대전천장은잣나무로만들고또정금으로입히고그

위에종려나무와사슬형상을새겼고 6또보석으로전

을꾸며화려하게하였으니그금은바르와임금이며 7

또금으로전과그들보와문지방과벽과문짝에입히

고벽에그룹들을아로새겼더라 8또지성소를지었으

니전넓이대로장이이십규빗이요광도이십규빗이

라정금육백달란트로입혔으니 9못중수가오십금

세겔이요다락들도금으로입혔더라 10지성소안에두

그룹의형상을새겨만들어금으로입혔으니 11두그

룹의날개길이가모두이십규빗이라좌편그룹의한

날개는다섯규빗이니전벽에닿았고그한날개도다

섯규빗이니우편그룹의날개에닿았으며 12우편그

룹의한날개도다섯규빗이니전벽에닿았고그한날

개도다섯규빗이니좌편그룹의날개에닿았으며 13

이두그룹의편날개가모두이십규빗이라그얼굴을

외소로향하고서있으며 14청색,자색, 홍색실과,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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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문장을짓고그위에그룹의형상을수놓았더라

15전앞에기둥둘을만들었으니고가삼십오규빗이

요,각기둥꼭대기의머리가다섯규빗이라 16성소같

이사슬을만들어그기둥머리에두르고석류일백개

를만들어사슬에달았으며 17그두기둥을외소앞에

세웠으니좌편에하나요, 우편에하나라우편것은야

긴이라칭하고좌편것은보아스라칭하였더라

4솔로몬이또놋으로단을만들었으니장이이십규

빗이요, 광이이십규빗이요고가십규빗이며 2또바

다를부어만들었으니직경이십규빗이요, 그모양이

둥글며그고는다섯규빗이요, 주위는삼십규빗줄을

두를만하며 3그가장자리아래에는돌아가며소형상

이있는데매규빗에소가열씩있어서바다주위에둘

렸으니그소는바다를부어만들때에두줄로부어만

들었으며 4그바다를열두소가받쳤으니셋은북을향

하였고, 셋은서를향하였고, 셋은남을향하였고, 셋은

동을향하였으며바다를그위에놓았고소의뒤는다

안으로두었으며 5바다의두께는한손넓이만하고그

가는백합화의식양으로잔가와같이만들었으니그

바다에는삼천밧을담겠으며 6또물두멍열을만들어

다섯은우편에두고다섯은좌편에두어씻게하였으

며그바다는제사장들의씻기를위한것이더라 7또

정식을따라금으로등대열을만들어외소안에두었

으니좌편에다섯이요,우편에다섯이며 8또상열을

만들어외소안에두었으니좌편에다섯이요,우편에

다섯이며또금으로대접일백을만들었고 9또제사장

의뜰과큰뜰과뜰문을만들고놋으로그문짝에입혔

고 10그바다는전우편동남방에두었더라 11후람이

또솥과부삽과대접을만들었더라이와같이후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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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왕을위하여하나님의전에서하는일을마쳤

으니 12곧기둥둘과그기둥꼭대기의공같은머리둘

과또기둥꼭대기의공같은기둥머리를가리우는그

물둘과 13또그그물들을위하여만든바매그물에두

줄씩으로기둥위의공같은두머리를가리우게한사

백석류와 14또받침과받침위의물두멍과 15한바다

와그바다아래열두소와 16솥과부삽과고기갈고리

와여호와의전의모든그릇들이라후람의아비가솔

로몬왕을위하여빛난놋으로만들때에 17왕이요단

평지에서숙곳과스레다사이의차진흙에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18이와같이솔로몬이이모든기구를

심히많이만들었으므로그놋중수를능히측량할수

없었더라 19솔로몬이또하나님의전의모든기구를

만들었으니곧금단과진설병상들과 20내소앞에서

규례대로불을켤정금등대와그등잔이며 21또순정

한금으로만든꽃과등잔과화젓가락이며 22또정금

으로만든불집게와주발과숟가락과불옮기는그릇

이며또전문곧지성소의문과외소의문을금으로입

혔더라

5솔로몬이여호와의전을위하여만드는모든것을

마친지라이에그부친다윗이드린은과금과모든기

구를가져다가하나님의전곳간에두었더라 2이에솔

로몬이여호와의언약궤를다윗성곧시온에서메어

올리고자하여이스라엘장로들과모든지파의두목

곧이스라엘자손의족장들을다예루살렘으로소집하

니 3칠월절기에이스라엘모든사람이다왕에게로

모이고 4이스라엘장로들이다이르매레위사람이궤

를메니라 5궤와회막과장막안에모든거룩한기구를

메고올라가되제사장과레위사람이그것들을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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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매 6솔로몬왕과그앞에모인이스라엘회중이

궤앞에있어양과소로제사를드렸으니그수가많아

기록할수도없고셀수도없었더라 7제사장들이여호

와의언약궤를그처소로메어들였으니곧내전지성

소그룹들의날개아래라 8그룹들이궤처소위에서

날개를펴서궤와그채를덮었는데 9그채가길어서

궤에서나오므로그끝이내전앞에서보이나밖에서

는보이지아니하며그궤가오늘까지그곳에있으며

10궤안에는두돌판외에아무것도없으니이것은이

스라엘자손이애굽에서나온후여호와께서저희와

언약을세우실때에모세가호렙에서그안에넣은것

이더라 11이때에는제사장들이그반차대로하지아

니하고스스로정결케하고성소에있다가나오매 12노

래하는레위사람아삽과헤만과여두둔과그아들들

과형제들이다세마포를입고단동편에서서제금과

비파와수금을잡고또나팔부는제사장일백이십인

이함께서있다가 13나팔부는자와노래하는자가일

제히소리를발하여여호와를찬송하며감사하는데나

팔불고제금치고모든악기를울리며소리를높여여

호와를찬송하여가로되선하시도다그자비하심이영

원히있도다하매그때에여호와의전에구름이가득

한지라 14제사장이그구름으로인하여능히서서섬

기지못하였으니이는여호와의영광이하나님의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그때에솔로몬이가로되여호와께서캄캄한데계시

겠다말씀하셨사오나 2내가주를위하여거하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주께서영원히거하실처소로소이다

하고 3얼굴을돌이켜이스라엘의온회중을위하여축

복하니때에이스라엘의온회중이서있더라 4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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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되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송축할지로다여호

와께서그입으로나의부친다윗에게말씀하신것을

이제그손으로이루셨도다이르시기를 5내가내백성

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날부터내이름을둘만한

집을건축하기위하여이스라엘모든지파가운데서

아무성읍도택하지아니하였으며내백성이스라엘의

주권자를삼기위하여아무사람도택하지아니하였더

니 6예루살렘을택하여내이름을거기두고또다윗

을택하여내백성이스라엘을다스리게하였노라하

신지라 7내부친다윗이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이

름을위하여전을건축할마음이있었더니 8여호와께

서내부친다윗에게이르시되네가내이름을위하여

전을건축할마음이있으니이마음이네게있는것이

좋도다 9그러나너는그전을건축하지못할것이요

네몸에서낳을네아들그가내이름을위하여전을건

축하리라하시더니 10이제여호와께서말씀하신대로

이루시도다내가여호와의허하신대로내부친다윗

을대신하여일어나서이스라엘위에앉고이스라엘

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전을건축하고 11내가

또그곳에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으로더불어세

우신언약넣은궤를두었노라 12솔로몬이여호와의

단앞에서이스라엘의회중을마주서서그손을펴니

라 13솔로몬이이왕에놋으로대를만들었으니장이

다섯규빗이요광이다섯규빗이요고가세규빗이라

뜰가운데두었더니저가그위에서서이스라엘의회

중앞에서무릎을꿇고하늘을향하여손을펴고 14가

로되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 천지에주와같은신

이없나이다주께서는온마음으로주의앞에서행하

는주의종들에게언약을지키시고은혜를베푸시나이



역대하 859

다 15주께서주의종내아비다윗에게허하신말씀을

지키시되주의입으로말씀하신것을손으로이루심이

오늘날과같으니이다 16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주

께서주의종내아비다윗에게말씀하시기를네자손

이자기길을삼가서네가내앞에서행한것같이내율

법대로행하기만하면네게로좇아나서이스라엘위

에앉을사람이내앞에서끊어지지아니하리라하셨

사오니이제다윗을위하여그허하신말씀을지키시

옵소서 17그런즉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 원컨대

주는주의종다윗에게하신말씀이확실하게하옵소

서 18하나님이참으로사람과함께땅에거하시리이까

하늘과하늘들의하늘이라도주를용납지못하겠거든

하물며내가건축한이전이오리이까 19그러나나의

하나님여호와여,종의기도와간구를돌아보시며종

이주의앞에서부르짖음과비는기도를들으시옵소서

20주께서전에말씀하시기를내이름을거기두리라

하신곳이전을향하여주의눈이주야로보옵시며종

이이곳을향하여비는기도를들으시옵소서 21종과

주의백성이스라엘이이곳을향하여기도할때에주는

그간구함을들으시되주의계신곳하늘에서들으시

고들으시사사하여주옵소서 22만일어떤사람이그

이웃에게범죄하므로맹세시킴을받고저가와서이

전에있는주의단앞에서맹세하거든 23주는하늘에

서들으시고행하시되주의종들을국문하사악한자

의죄를정하여그행위대로그머리에돌리시고의로

운자를의롭다하사그의로운대로갚으시옵소서 24

만일주의백성이스라엘이주께범죄하여적국앞에

패하게되므로주께로돌아와서주의이름을인정하고

이전에서주께빌며간구하거든 25주는하늘에서들



역대하 860

으시고주의백성이스라엘의죄를사하시고그와그

열조에게주신땅으로돌아오게하옵소서 26만일저희

가주께범죄함을인하여하늘이닫히고비가없어서

주의벌을받을때에이곳을향하여빌며주의이름을

인정하고그죄에서떠나거든 27주는하늘에서들으사

주의종들과주의백성이스라엘의죄를사하시고그

마땅히행할선한길을가르쳐주옵시며주의백성에

게기업으로주신주의땅에비를내리시옵소서 28만

일이땅에기근이나온역이있거나곡식이시들거나

깜부기가나거나메뚜기나황충이나거나적국이와서

성읍을에워싸거나무슨재앙이나무슨질병이있든

지무론하고 29한사람이나혹주의온백성이스라엘

이다각각자기의마음에재앙과고통을깨닫고이전

을향하여손을펴고무슨기도나무슨간구를하거든

30주는계신곳하늘에서들으시며사유하시되각사

람의마음을아시오니그모든행위대로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인생의마음을아심이니이다 31그리하시면

저희가주께서우리열조에게주신땅에서사는동안

에항상주를경외하며주의길로행하리이다 32주의

백성이스라엘에속하지않은이방인에게대하여도저

희가주의큰이름과능한손과펴신팔을위하여먼지

방에서와서이전을향하여기도하거든 33주는계신

곳하늘에서들으시고무릇이방인이주께부르짖는

대로이루사땅의만민으로주의이름을알고주의백

성이스라엘처럼경외하게하옵시며또내가건축한

이전을주의이름으로일컫는줄을알게하옵소서 34

주의백성이그적국으로더불어싸우고자하여주의

보내신길로나갈때에저희가주의빼신이성과내가

주의이름을위하여건축한전있는편을향하여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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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께기도하거든 35주는하늘에서저희의기도와간구

를들으시고그일을돌아보옵소서 36범죄치아니하는

사람이없사오니저희가주께범죄하므로주께서저희

에게진노하사저희를적국에게붙이시매적국이저희

를사로잡아땅의원근을물론하고끌어간후에 37저

희가사로잡혀간땅에서스스로깨닫고그사로잡은

자의땅에서돌이켜주께간구하기를우리가범죄하여

패역을행하며악을지었나이다하며 38자기를사로잡

아간적국의땅에서온마음과온뜻으로주께돌아와

서주께서그열조에게주신땅과주의빼신성과내가

주의이름을위하여건축한전있는편을향하여기도

하거든 39주는계신곳하늘에서저희의기도와간구

를들으시고저희의일을돌아보옵시며주께득죄한

주의백성을용서하옵소서 40나의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하는기도에눈을드시고귀를기울이소서

41여호와하나님이여, 일어나들어가사주의능력의

궤와함께주의평안한처소에계시옵소서여호와하

나님이여원컨대주의제사장으로구원을입게하시고

또주의성도로은혜를기뻐하게하옵소서 42여호와

하나님이여,주의기름부음받은자에게서얼굴을돌

이키지마옵시고주의종다윗에게베푸신은총을기

억하옵소서

7솔로몬이기도를마치매불이하늘에서부터내려와

서그번제물과제물들을사르고여호와의영광이그

전에가득하니 2여호와의영광이여호와의전에가득

하므로제사장이그전에능히들어가지못하였고 3이

스라엘모든자손은불이내리는것과여호와의영광

이전에있는것을보고박석깐땅에엎드려경배하며

여호와께감사하여가로되선하시도다그인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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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하도다하니라 4이에왕과모든백성이여호와앞

에제사를드리니 5솔로몬왕의드린제물이소가이

만이천이요양이십이만이라이와같이왕과모든백

성이하나님의전의낙성식을행하니라 6때에제사장

들은직분대로모셔서고레위사람도여호와의악기를

가지고섰으니이악기는전에다윗왕이레위사람으

로여호와를찬송하려고만들어서여호와의인자하심

이영원함을감사케하던것이라제사장은무리앞에서

나팔을불고온이스라엘은섰더라 7솔로몬이또여호

와의전앞뜰가운데를거룩히구별하고거기서번제

물과화목제의기름을드렸으니이는솔로몬의지은

놋단이능히그번제물과소제물과기름을용납할수

없음이더라 8그때에솔로몬이칠일동안절기를지켰

는데하맛어귀에서부터애굽하수까지의온이스라엘

의심히큰회중이모여저와함께하였더니 9제팔일

에무리가한성회를여니라단의낙성식을칠일동안

행한후이절기를칠일동안지키니라 10칠월이십삼

일에왕이백성을그장막으로돌려보내매백성이여

호와께서다윗과솔로몬과그백성이스라엘에게베푸

신은혜를인하여기뻐하며마음에즐거워하였더라 11

솔로몬이여호와의전과왕궁을필역하고무릇그심

중에여호와의전과자기의궁궐에어떻게만들고자

한것을다형통하게이루니라 12밤에여호와께서솔

로몬에게나타나사이르시되내가이미네기도를듣

고이곳을택하여내게제사하는전을삼았으니 13혹

내가하늘을닫고비를내리지아니하거나혹메뚜기

로토산을먹게하거나혹염병으로내백성가운데유

행하게할때에 14내이름으로일컫는내백성이그악

한길에서떠나스스로겸비하고기도하여내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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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내가하늘에서듣고그죄를사하고그땅을고

칠지라 15이곳에서하는기도에내가눈을들고귀를

기울이리니 16이는내가이미이전을택하고거룩하

게하여내이름으로여기영영히있게하였음이라내

눈과내마음이항상여기있으리라 17네가만일내앞

에서행하기를네아비다윗같이하여내가네게명한

모든것을행하여내율례와규례를지키면 18그러나

너희가만일돌이켜내가너희앞에둔내율례와명령

을버리고가서다른신을섬겨숭배하면 19내가저희

에게준땅에서그뿌리를뽑아내고내이름을위하여

거룩하게한이전을내앞에서버려모든민족중에속

담거리와이야기거리가되게하리니 20이전이비록

높을지라도무릇그리로지나가는자가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무슨까닭으로이땅과이전에이같이행

하셨는고하면 21대답하기를저희가자기열조를애굽

땅에서인도하여내신자기하나님여호와를버리고

다른신에게부종하여그를숭배하여섬기므로여호와

께서이모든재앙을저희에게내리셨다하리라하셨

더라

8솔로몬이여호와의전과자기의궁궐을이십년동안

에건축하기를마치고 2후람이자기에게준성읍들을

다시건축하여이스라엘자손으로거기거하게하니라

3솔로몬이가서하맛소바를쳐서취하고 4또광야에

서다드몰을건축하고하맛에서모든국고성을건축하

고 5또윗벧호론과아래벧호론을건축하되성과문

과문빗장이있게하여견고한성읍을삼고 6또바알

랏과자기에게있는모든국고성과모든병거성과마

병의성들을건축하고솔로몬이또예루살렘과레바논

과그다스리는온땅에건축하고자하던것을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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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 7무릇이스라엘이아닌헷족속과아모리족속

과브리스족속과히위족속과여부스족속의남아있

는자 8곧이스라엘자손이다멸하지못하였으므로그

땅에남아있는그자손들을솔로몬이역군을삼아오

늘날까지이르렀으되 9오직이스라엘자손은솔로몬

이노예를삼아일을시키지아니하였으니저희는군

사와장관의두목과그병거와마병의장관이됨이라

10솔로몬왕의공장을감독하는자가이백오십인이라

저희가백성을다스렸더라 11솔로몬이바로의딸을데

리고다윗성에서부터저를위하여건축한궁에이르

러가로되내아내가이스라엘왕다윗의궁에거하지

못하리니이는여호와의궤가이른곳은다거룩함이

니라하였더라 12솔로몬이낭실앞에쌓은여호와의

단위에여호와께번제를드리되 13모세의명을좇아

매일에합의한대로안식일과월삭과정한절기곧일

년의세절기무교절과칠칠절과초막절에드렸더라

14솔로몬이또그부친다윗의정규를좇아제사장들

의반차를정하여섬기게하고레위사람에게도그직

분을맡겨매일에합의한대로찬송하며제사장들앞

에서수종들게하며또문지기로그반차를좇아각문

을지키게하였으니이는하나님의사람다윗이전에

이렇게명하였음이라 15제사장과레위사람이국고일

에든지무슨일에든지왕의명한바를다어기지아니

하였더라 16솔로몬이여호와의전의기지를쌓던날부

터준공하기까지범백을완비하였으므로여호와의전

이결점이없이필역하니라 17때에솔로몬이에돔땅

의바닷가에시온게벨과엘롯에이르렀더니 18후람이

그신복에게부탁하여배와바닷길을아는종들을보

내매저희가솔로몬의종과함께오빌에이르러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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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사백오십달란트를얻고솔로몬왕에게로가져

왔더라

9스바여왕이솔로몬의명예를듣고와서어려운문제

로솔로몬을시험코자하여예루살렘에이르니수원이

심히많고향품과많은금과보석을약대에실었더라

저가솔로몬에게나아와자기마음에있는것을다말

하매 2솔로몬이그묻는말을다대답하였으니솔로몬

이은미(隱黴)하여대답지못한것이없었더라 3스바

여왕이솔로몬의지혜와그건축한궁과 4그상의식

물과그신복들의좌석과그신하들의시립한것과그

들의공복과술관원들과그들의공복과여호와의전

에올라가는층계를보고정신이현황하여 5왕께고하

되내가내나라에서당신의행위와당신의지혜에대

하여들은소문이진실하도다 6내가그말들을믿지

아니하였더니이제와서목도한즉당신의지혜가크다

한말이그절반도못되니당신은내가들은소문보다

지나도다 7복되도다,당신의사람들이여!복되도다,

당신의이신복들이여!항상당신의앞에서서당신의

지혜를들음이로다 8당신의하나님여호와를송축할

지로다! 하나님이당신을기뻐하시고그위에올리사

당신의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왕이되게하셨도다

당신의하나님이이스라엘을사랑하사영원히견고하

게하시려고당신을세워저희왕을삼아공과의를행

하게하셨도다하고 9이에저가금일백이십달란트

와심히많은향품과보석을왕께드렸으니스바여왕

이솔로몬왕께드린향품같은것이전에는없었더라

10 (후람의신복들과솔로몬의신복들도도빌에서금을

실어올때에백단목과보석을가져온지라 11왕이백단

목으로여호와의전과왕궁의층대를만들고또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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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자를위하여수금과비파를만들었으니이같은

것들은유다땅에서전에는보지못하였더라) 12솔로

몬왕이스바여왕의가져온대로답례하고그외에또

저의소원대로무릇구하는것을주니이에저가그신

복들로더불어본국으로돌아갔더라 13솔로몬의세입

금의중수가육백육십륙금달란트요 14그외에또상

고와객상들의가져온것이있고아라비아왕들과그

나라방백들도금과은을솔로몬에게가져온지라 15솔

로몬왕이쳐서늘인금으로큰방패이백을만들었으

니매(每)방패에든금이육백세겔이며 16또쳐서늘

인금으로작은방패삼백을만들었으니매(每)방패에

든금이삼백세겔이라왕이이것들을레바논나무궁

에두었더라 17왕이또상아로큰보좌를만들고정금

으로입혔으니 18그보좌에는여섯층계와금족대가

있어보좌와연하였고앉는자리양편에는팔걸이가

있고팔걸이곁에는사자가하나씩섰으며 19또열두

사자가있어그여섯층계좌우편에섰으니아무나라

에도이같이만든것이없었더라 20솔로몬왕의마시

는그릇은다금이요레바논나무궁의그릇들도다정

금이라솔로몬의시대에은을귀히여기지아니함은

21왕의배들이후람의종들과함께다시스로다니며

그배가삼년에일차씩금과은과상아와잔나비와공

작을실어옴이더라 22솔로몬왕의재산과지혜가천하

열왕보다큰지라 23천하열왕이하나님께서솔로몬의

마음에주신지혜를들으며그얼굴을보기원하여 24

각기예물을가지고왔으니곧은그릇과금그릇과의

복과갑옷과향품과말과노새라해마다정한수가있

었더라 25솔로몬의병거메는말의외양간이사천이요

마병이일만이천이라병거성에도두고예루살렘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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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두었으며 26솔로몬이유브라데강에서부터블레

셋땅과애굽지경까지의열왕을관할하였으며 27왕이

예루살렘에서은을돌같이흔하게하고백향목을평지

의뽕나무같이많게하였더라 28솔로몬을위하여애굽

과각국에서말들을내어왔더라 29이외에솔로몬의

시종행적은선지자나단의글과실로사람아히야의

예언과선견자잇도의묵시책곧잇도가느밧의아들

여로보암에게대하여쓴책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30솔로몬이예루살렘에서온이스라엘을다스린지사

십년이라 31솔로몬이그열조와함께자매그부친다

윗의성에장사되고그아들르호보암이대신하여왕

이되니라

10르호보암이세겜으로갔으니이는온이스라엘이

저로왕을삼고자하여세겜에이르렀음이더라 2느밧

의아들여로보암이전에솔로몬왕의얼굴을피하여

애굽으로도망하여있었더니이일을듣고애굽에서부

터돌아오매 3무리가보내어저를불렀더라여로보암

과온이스라엘이와서르호보암에게고하여가로되 4

왕의부친이우리의멍에를무겁게하였으나왕은이

제왕의부친이우리에게시킨고역과메운무거운멍

에를가볍게하소서그리하시면우리가왕을섬기겠나

이다 5르호보암이대답하되삼일후에다시내게로오

라하매백성이가니라 6르호보암왕이그부친솔로

몬의생전에그앞에모셨던노인들과의논하여가로

되너희는어떻게교도하여이백성에게대답하게하

겠느뇨 7대답하여가로되왕이만일이백성을후대하

여기쁘게하고선한말을하시면저희가영영히왕의

종이되리이다하나 8왕이노인의교도하는것을버리

고그앞에모셔있는자기와함께자라난소년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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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여 9가로되너희는어떻게교도하여이백성에게

대답하게하겠느뇨백성이내게말하기를왕의부친이

우리에게메운멍에를가볍게하라하였느니라 10함께

자라난소년들이왕께고하여가로되이백성들이왕

께고하기를왕의부친이우리의멍에를무겁게하였

으나왕은우리를위하여가볍게하라하였은즉왕은

대답하시기를나의새끼손가락이내부친의허리보다

굵으니 11내부친이너희로무거운멍에를메게하였

으나이제나는너희의멍에를더욱무겁게할지라내

부친은채찍으로너희를징치하였으나나는전갈로하

리라하소서 12삼일만에여로보암과모든백성이르호

보암에게나아왔으니이는왕이명하여이르기를삼일

만에내게로다시오라하였음이라 13왕이포학한말로

대답할새노인의교도를버리고 14소년의가르침을좇

아저희에게고하여가로되내부친은너희의멍에를

무겁게하였으나나는더할지라내부친은채찍으로

너희를징치하였으나나는전갈로하리라하니라 15왕

이이같이백성의말을듣지아니하였으니이일은하

나님께로말미암아난것이라여호와께서전에실로

사람아히야로느밧의아들여로보암에게고한말씀을

응하게하심이더라 16온이스라엘이자기들의말을왕

이듣지아니함을보고왕에게대답하여가로되우리

가다윗과무슨관계가있느뇨이새의아들에게서업

이없도다이스라엘아각각너희장막으로돌아가라

다윗이여이제너는네집이나돌아보라하고온이스

라엘이그장막으로돌아가니라 17그러나유다성읍들

에사는이스라엘자손에게는르호보암이그왕이되

었더라 18르호보암왕이역군의감독하도람을보내었

더니이스라엘자손이저를돌로쳐죽인지라르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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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왕이급히수레에올라예루살렘으로도망하였더라

19이에이스라엘이다윗의집을배반하여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르호보암이예루살렘에이르러유다와베냐민족

속을모으니택한용사가십팔만이라이스라엘과싸

워나라를회복하여르호보암에게돌리려하더니 2여

호와의말씀이하나님의사람스마야에게임하여가라

사대 3솔로몬의아들유다왕르호보암과유다와베냐

민의이스라엘무리에게고하여이르기를 4여호와의

말씀이너희는올라가지말라너희형제와싸우지말

고각기집으로돌아가라이일이내게로말미암아난

것이라하셨다하라하신지라저희가여호와의말씀을

듣고돌아가고여로보암을치러가지아니하였더라 5

르호보암이예루살렘에거하여유다땅에방비하는성

읍들을건축하였으니 6곧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

와, 7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가드와, 마레사와, 십

과, 9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소라와, 아얄

론과, 헤브론이니다유다와베냐민땅에있어견고한

성읍이라 11르호보암이이모든성읍을더욱견고케

하고장관을그가운데두고양식과기름과포도주를

저축하고 12각성읍에방패와창을두어심히강하게

하니라유다와베냐민이르호보암에게속하였더라 13

온이스라엘의제사장과레위사람이그모든지방에

서부터르호보암에게돌아오되 14레위사람이그향리

와산업을떠나유다와예루살렘에이르렀으니이는

여로보암과그아들들이저희를폐하여여호와께제사

장의직분을행치못하게하고 15여로보암이여러산

당과수염소우상과자기가만든송아지우상을위하

여스스로제사장들을세움이라 16이스라엘모든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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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마음을오로지하여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구

하는자들이레위사람을따라예루살렘에이르러그

열조의하나님여호와께제사하고자한지라 17그러므

로삼년동안유다나라를도와솔로몬의아들르호보

암을강성하게하였으니이는무리가삼년을다윗과

솔로몬의길로행하였음이더라 18르호보암이다윗의

아들여리못의딸마할랏으로아내를삼았으니마할랏

은이새의아들엘리압의딸아비하일의소생이라 19

그가아들들곧여우스와스마랴와사함을낳았으며

20그후에압살롬의딸마아가에게장가들었더니저가

아비야와앗대와시사와슬로밋을낳았더라 21르호보

암이아내십팔과첩육십을취하여아들이십팔과딸

육십을낳았으나압살롬의딸마아가를모든처첩보다

더사랑하여 22마아가의아들아비야를세워장자를

삼아형제중에머리가되게하였으니이는저로왕이

되게하고자함이라 23르호보암이지혜롭게행하여그

모든아들을유다와베냐민의온땅모든견고한성읍

에흩어살게하고양식을후히주고아내를많이구하

여주었더라

12르호보암이나라가견고하고세력이강하매여호

와의율법을버리니온이스라엘이본받은지라 2저희

가여호와께범죄하였으므로르호보암왕오년에애굽

왕시삭이예루살렘을치러올라오니 3저에게병거가

일천이백승이요마병이육만이며애굽에서좇아나온

무리곧훔과숩과구스사람이불가승수라 4시삭이

유다의견고한성읍을취하고예루살렘에이르니 5때

에유다방백들이시삭을인하여예루살렘에모였는지

라선지자스마야가르호보암과방백들에게나아와가

로되여호와의말씀이너희가나를버렸으므로나도



역대하 871

너희를버려시삭의손에붙였노라하셨다한지라 6이

에이스라엘방백들과왕이스스로겸비하여가로되

여호와는의로우시다하매 7여호와께서저희의스스

로겸비함을보신지라여호와의말씀이스마야에게임

하여가라사대저희가스스로겸비하였으니내가멸하

지아니하고대강구원하여나의노를시삭의손으로

예루살렘에쏟지아니하리라 8그러나저희가시삭의

종이되어나를섬기는것과열국을섬기는것이어떠

한지알게되리라하셨더라 9애굽왕시삭이올라와서

예루살렘을치고여호와의전보물과왕궁의보물을

몰수히빼앗고솔로몬의만든금방패도빼앗은지라 10

르호보암왕이그대신에놋으로방패를만들어궁문

을지키는시위대장관들의손에맡기매 11왕이여호

와의전에들어갈때마다시위하는자가그방패를들

고갔다가시위소로도로가져갔더라 12르호보암이스

스로겸비하였고유다에선한일도있으므로여호와께

서노를돌이키사다멸하지아니하셨더라 13르호보암

왕이예루살렘에서스스로강하게하여치리하니라르

호보암이위에나아갈때에나이사십일세라예루살렘

곧여호와께서이스라엘모든지파중에서택하여그

이름을두신성에서십칠년을치리하니라르호보암의

모친의이름은나아마라암몬여인이더라 14르호보암

이마음을오로지하여여호와를구하지아니함으로악

을행하였더라 15르호보암의시종행적은선지자스마

야와선견자잇도의족보책에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여로보암사이에항상전쟁이있으니라 16

르호보암이그열조와함께자매다윗성에장사되고

그아들아비야가대신하여왕이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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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여로보암왕제십팔년에아비야가유다왕이되고

2예루살렘에서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

미가야라기브아사람우리엘의딸이더라아비야가여

로보암으로더불어싸울새 3아비야는택한바싸움에

용맹한군사사십만으로싸움을예비하였고여로보암

은택한바큰용사팔십만으로대진한지라 4아비야가

에브라임산중스마라임산위에서서가로되여로보암

과이스라엘무리들아다들으라 5이스라엘하나님여

호와께서소금언약으로이스라엘나라를영원히다윗

과그자손에게주신것을너희가알것이아니냐 6다

윗의아들솔로몬의신복느밧의아들여로보암이일

어나그주를배반하고 7난봉과비류가모여좇으므로

스스로강하게하여솔로몬의아들르호보암을대적하

나그때에르호보암이어리고마음이연약하여능히

막지못하였었느니라 8이제너희가또다윗자손의손

으로다스리는여호와의나라를대적하려하는도다너

희는큰무리요또여로보암이너희를위하여신으로

만든금송아지가너희와함께있도다 9너희가아론자

손된여호와의제사장과레위사람을쫓아내고이방

백성의풍속을좇아제사장을삼지아니하였느냐무론

누구든지수송아지하나와수양일곱을끌고와서장

립을받고자하는자마다허무한신의제사장이될수

있도다 10우리에게는여호와께서우리하나님이되시

니그를우리가배반치아니하였고여호와를섬기는

제사장들이있으니아론의자손이요또레위사람이

수종을들어 11조석으로여호와앞에번제를드리며

분향하며또깨끗한상에진설병을놓고또금등대가

있어그등에저녁마다불을켜나니우리는우리하나

님여호와의계명을지키나너희는그를배반하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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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12하나님이우리와함께하사우리의머리가되

시고그제사장들도우리와함께하여경고의나팔을

불어너희를공격하느니라이스라엘자손들아너희열

조의하나님여호와와싸우지말라너희가형통치못

하리라 13여로보암이유다의뒤를둘러복병하였으므

로그앞에는이스라엘사람이있고그뒤에는복병이

있는지라 14유다사람이돌이켜보고자기앞뒤의적

병을인하여여호와께부르짖고제사장은나팔을부니

라 15유다사람이소리지르매유다사람의소리지를

때에하나님이여로보암과온이스라엘을아비야와유

다앞에서쳐서패하게하시니라 16이스라엘자손이

유다앞에서도망하는지라하나님이그손에붙이신고

로 17아비야와그백성이크게도륙하니이스라엘의

택한병정이죽임을입고엎드러진자가오십만이었더

라 18그때에이스라엘자손이항복하고유다자손이

이기었으니이는저희가그열조의하나님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9아비야가여로보암을쫓아가서그

성읍들을빼앗았으니곧벧엘과그동네와여사나와

그동네와에브론과그동네라 20아비야때에여로보

암이다시강성하지못하고여호와의치심을입어죽

었고 21아비야는점점강성하며아내열넷을취하여

아들스물둘과딸열여섯을낳았더라 22아비야의남

은사적과그행위와그말은선지자잇도의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아비야가그열조와함께자매다윗성에장사되고

그아들아사가대신하여왕이되니그시대에그땅이

십년을평안하니라 2아사가그하나님여호와보시기

에선과정의를행하여 3이방제단과산당을없이하고

주상을훼파하며아세라상을찍고 4유다사람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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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그열조의하나님여호와를구하게하며그율법과

명령을행하게하고 5또유다모든성읍에서산당과

태양상을없이하매나라가그앞에서평안함을얻으니

라 6여호와께서아사에게평안을주셨으므로그땅이

평안하여여러해싸움이없은지라저가견고한성읍들

을유다에건축하니라 7아사가일찌기유다사람에게

이르되우리가우리하나님여호와를찾았으므로이

땅이아직우리앞에있나니우리가이성읍들을건축

하고그주위에성곽과망대와문과빗장을만들자우

리가주를찾았으므로주께서우리에게사방의평안을

주셨느니라하고이에저희가성읍을형통하게건축하

였더라 8아사의군대는유다중에서큰방패와창을

잡는자가삼십만이요베냐민중에서작은방패를잡

으며활을당기는자가이십팔만이라다큰용사더라

9구스사람세라가저희를치려하여군사백만과병거

삼백승을거느리고마레사에이르매 10아사가마주나

아가서마레사의스바다골짜기에진치고 11그하나님

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여호와여강한자와약한자

사이에는주밖에도와줄이가없사오니우리하나님

여호와여,우리를도우소서우리가주를의지하오며

주의이름을의탁하옵고이많은무리를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우리하나님이시오니원컨대사람으로

주를이기지못하게하옵소서하였더니 12여호와께서

구스사람을아사와유다사람앞에서쳐서패하게하

시니구스사람이도망하는지라 13아사와그좇는자가

구스사람을쫓아그랄까지이르매이에구스사람이

엎드러지고살아남은자가없었으니이는여호와앞

에서와그군대앞에서패망하였음이라노략한물건이

심히많았더라 14여호와께서그랄사면모든성읍백



역대하 875

성을두렵게하시니무리가그모든성읍을치고그가

운데있는많은물건을노략하고 15또짐승지키는천

막을치고양과약대를많이이끌고예루살렘으로돌

아왔더라

15하나님의신이오뎃의아들아사랴에게임하시매

2저가나가서아사를맞아이르되아사와및유다와베

냐민의무리들아내말을들으라너희가여호와와함께

하면여호와께서너희와함께하실지라너희가만일저

를찾으면저가너희의만난바되시려니와너희가만

일저를버리면저도너희를버리시리라 3이스라엘에

는참신이없고가르치는제사장도없고율법도없은

지가이제오래였으나 4그환난때에이스라엘하나님

여호와께돌아가서찾으매저가그들의만난바가되

셨나니 5그때에열국에거한모든백성이크게요란

하여사람의출입이평안치못하며 6이나라가저나라

와서로치고이성읍이저성읍과또한그러하여피차

상한바되었나니이는하나님이모든고난으로요란

케하셨음이니라 7그런즉너희는강하게하라손이약

하지않게하라너희행위에는상급이있음이니라 8아

사가이말곧선지자오뎃의예언을듣고마음을강하

게하여가증한물건을유다와베냐민온땅에서제하

고또에브라임산지에서빼앗은성읍들에서제하고

또여호와의낭실앞여호와의단을중수하고 9또유다

와베냐민의무리를모으고에브라임과므낫세와시므

온가운데서나와서저희중에우거하는자를모았으니

이는이스라엘사람들이아사의하나님여호와께서그

와함께하심을보고아사에게로돌아오는자가많았음

이더라 10아사왕십오년삼월에저희가예루살렘에

모이고 11그날에노략하여온물건중에서소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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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칠천으로여호와께제사를드리고 12또마음을다

하고성품을다하여열조의하나님여호와를찾기로

언약하고 13무릇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찾지아니

하는자는대소남녀를무론하고죽이는것이마땅하

다하고 14무리가큰소리로부르며피리와나팔을불

어여호와께맹세하매 15온유다가이맹세를기뻐한

지라무리가마음을다하여맹세하고뜻을다하여여

호와를찾았으므로여호와께서도저희의만난바가되

시고그사방에평안을주셨더라 16아사왕의모친마

아가가아세라의가증한목상을만들었으므로아사가

그태후의위를폐하고그우상을찍고빻아기드론시

냇가에서불살랐으니 17산당은이스라엘중에서제하

지아니하였으나아사의마음이일평생온전하였더라

18저가또그부친의구별한물건과자기의구별한물

건곧은과금과기명들을하나님의전에드렸더니 19

이때부터아사왕삼십오년까지다시는전쟁이없으

니라

16아사왕삼십륙년에이스라엘왕바아사가유다를

치러올라와서라마를건축하여사람을유다왕아사

에게왕래하지못하게하려한지라 2아사가여호와의

전곳간과왕궁곳간의은, 금을취하여다메섹에거한

아람왕벤하닷에게보내며가로되 3내부친과당신의

부친사이에와같이나와당신사이에약조하자내가

당신에게은금을보내노니와서이스라엘왕바아사와

세운약조를깨뜨려서저로나를떠나게하라하매 4

벤하닷이아사왕의말을듣고그군대장관들을보내

어이스라엘두어성읍을치되이욘과단과아벨마임

과납달리의모든국고성을쳤더니 5바아사가듣고

라마건축하는일을파하여그공역을그친지라 6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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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온유다무리를거느리고바아사가라마를건축

하던돌과재목을수운하여다가게바와미스바를건축

하였더라 7때에선견자하나니가유다왕아사에게나

아와서이르되 `왕이아람왕을의지하고왕의하나님

여호와를의지하지아니한고로아람왕의군대가왕의

손에서벗어났나이다 8구스사람과룹사람의군대가

크지아니하며말과병거가심히많지아니하더이까

그러나왕이여호와를의지한고로여호와께서왕의손

에붙이셨나이다 9여호와의눈은온땅을두루감찰하

사전심으로자기에게향하는자를위하여능력을베

푸시나니이일은왕이망령되이행하였은즉이후부터

는왕에게전쟁이있으리이다' 하매 10아사가노하여

선견자를옥에가두었으니이는그말에크게노하였

음이며그때에아사가또몇백성을학대하였더라 11

아사의시종행적은유다와이스라엘열왕기에기록되

니라 12아사가왕이된지삼십구년에그발이병들어

심히중하나병이있을때에저가여호와께구하지아

니하고의원들에게구하였더라 13아사가위에있은지

사십일년에죽어그열조와함께자매 14다윗성에자

기를위하여파두었던묘실에무리가장사하되그시

체를법대로만든각양향재료를가득히채운상에두

고또위하여많이분향하였더라

17아사의아들여호사밧이대신하여왕이되어스스

로강하게하여이스라엘을방비하되 2유다모든견고

한성읍에군대를주둔하고또유다땅과그아비아사

의취한바에브라임성읍들에영문을두었더라 3여호

와께서여호사밧과함께하셨으니이는저가그조상

다윗의처음길로행하여바알들에게구하지아니하고

4오직그부친의하나님께구하며그계명을행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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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의행위를좇지아니하였음이라 5그러므로여

호와께서나라를그손에서견고하게하시매유다무

리가여호사밧에게예물을드렸으므로저가부귀와영

광이극하였더라 6저가전심으로여호와의도를행하

여산당과아세라목상들도유다에서제하였더라 7저

가위에있은지삼년에그방백벤하일과, 오바댜와, 스

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보내어유다여러성읍에

가서가르치게하고 8또저희와함께레위사람스마

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

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등레위사

람을보내고또저희와함께제사장엘리사마와여호

람을보내었더니 9저희가여호와의율법책을가지고

유다에서가르치되그모든성읍으로순행하며인민을

가르쳤더라 10여호와께서유다사면열국에두려움을

주사여호사밧과싸우지못하게하시매 11블레셋중에

서는여호사밧에게예물을드리며은으로공을바쳤고

아라비아사람도짐승떼곧수양칠천칠백과수염소

칠천칠백을드렸더라 12여호사밧이점점강대하여유

다에견고한채와국고성을건축하고 13유다각성에

역사를많이하고또예루살렘에크게용맹한군사를

두었으니 14군사의수효가그족속대로이러하니라유

다에속한천부장중에는아드나가으뜸이되어큰용

사삼십만을거느렸고 15그다음은장관여호하난이니

이십팔만을거느렸고 16그다음은시그리의아들아

마시야니저는자기를여호와께즐거이드린자라큰

용사이십만을거느렸고 17베냐민에속한자중에큰

용사엘리아다는활과방패를잡은자이십만을거느

렸고 18그다음은여호사밧이라싸움을예비한자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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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을거느렸으니 19이는다왕을섬기는자요이외

에또온유다견고한성에왕이군사를두었더라

18여호사밧이부귀와영광이극하였고아합으로더

불어연혼하였더라 2두어해후에저가사마리아에내

려가서아합에게나아갔더니아합이저와종자를위하

여우양을많이잡고함께가서길르앗라못치기를권

하더라 3이스라엘왕아합이유다왕여호사밧에게이

르되 `당신은나와함께길르앗라못으로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당신과일반이요내백성은당신의백

성과일반이니당신과함께싸우리이다' 4여호사밧이

또이스라엘왕에게이르되 `청컨대먼저여호와의말

씀이어떠하신지물어보소서' 5이스라엘왕이이에

선지자사백인을모으고저희에게이르되 `우리가길

르앗라못에가서싸우랴말랴' 저희가가로되 '올라가

소서하나님이그성을왕의손에붙이시리이다' 6여

호사밧이가로되 `이외에우리가물을만한여호와의

선지자가여기있지아니하니이까?' 7이스라엘왕이

여호사밧에게이르되 `오히려이믈라의아들미가야

한사람이있으니저로말미암아여호와께물을수있

으나저는내게대하여길한일은예언하지아니하고

항상흉한일만예언하기로내가저를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가로되 '왕은그런말씀을마소서' 8이스

라엘왕이한내시를불러이르되 `이믈라의아들미가

야로속히오게하라' 하니라 9이스라엘왕과유다왕

여호사밧이왕복을입고사마리아성문어귀광장에서

각기보좌에앉았고모든선지자가그앞에서예언을

하는데 10그나아나의아들시드기야는철로뿔들을만

들어가지고말하되 `여호와의말씀이왕이이것들로

아람사람을찔러진멸하리라하셨다' 하고 11모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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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도그와같이예언하여이르기를 `길르앗라못으

로올라가서승리를얻으소서여호와께서그성을왕

의손에붙이시리이다' 하더라 12미가야를부르러간

사자가일러가로되 `선지자들의말이여출일구하여

왕에게길하게하니청컨대당신의말도저희중한사

람처럼길하게하소서' 13미가야가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가리켜맹세하노니내하나님의말씀하시는것

곧그것을내가말하리라'하고 14이에왕에게이르니

왕이저에게이르되 `미가야야우리가길르앗라못으

로싸우러가랴' 가로되 '올라가서승리를얻으소서저

희가왕의손에붙인바되리이다' 15왕이저에게이르

되 `여호와의이름으로진실한것만말하라고내가몇

번이나너로맹세케하여야하겠느냐?' 16저가가로되

`내가보니온이스라엘이목자없는양같이산에흩어

졌는데여호와의말씀이이무리가주인이없으니각

각평안히그집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셨나이다' 17

이스라엘왕이여호사밧에게이르되 `저사람이내게

대하여길한것을예언하지아니하고흉한것만예언

하겠다고당신에게말씀하지아니하였나이까?' 18미

가야가가로되 `그런즉왕은여호와의말씀을들으소

서내가보니여호와께서그보좌에앉으셨고하늘의

만군이그좌우편에모시고섰는데 19여호와께서말씀

하시기를누가이스라엘왕아합을꾀어저로길르앗

라못에올라가서죽게할꼬하시니하나는이렇게하

겠다하고하나는저렇게하겠다하였는데 20한영(靈

)이나아와여호와앞에서서말하되내가저를꾀이겠

나이다여호와께서저에게이르시되어떻게하겠느냐?

21가로되내가나가서거짓말하는영이되어그모든

선지자의입에있겠나이다여호와께서가라사대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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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이겠고또이루리라나가서그리하라하셨은즉 22이

제여호와께서거짓말하는영을왕의이모든선지자

의입에넣으셨고또여호와께서왕에게대하여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그나아나의아들시드기야가가까

이와서미가야의뺨을치며이르되 `여호와의영이나

를떠나어디로말미암아가서네게말씀하더냐?' 24

미가야가가로되 `네가골방에들어가서숨는그날에

보리라' 25이스라엘왕이가로되 `미가야를잡아부윤

아몬과왕자요아스에게로끌고돌아가서 26말하기를

왕의말씀이이놈을옥에가두고내가평안히돌아올

때까지고생의떡과고생의물로먹이라'하라 27미가

야가가로되 `왕이참으로평안히돌아오시게될진대

여호와께서나로말씀하지아니하셨으리이다' 또가로

되 '너희백성들아다들을지어다!' 하니라 28이스라엘

왕과유다왕여호사밧이길르앗라못으로올라가니라

29이스라엘왕이여호사밧에게이르되 `나는변장하고

군중으로들어가려하노니당신은왕복을입으소서'

하고이스라엘왕이변장하고둘이군중으로들어가니

라 30아람왕이그병거장관들에게이미명하여이르

기를 `너희는작은자나큰자나더불어싸우지말고오

직이스라엘왕과싸우라' 한지라 31병거의장관들이

여호사밧을보고이르되 `이가이스라엘왕이라'하고

돌이켜저와싸우려한즉여호사밧이소리를지르매

여호와께서저를도우시며하나님이저희를감동시키

사저를떠나가게하신지라 32병거의장관들이저가

이스라엘왕이아님을보고쫓기를그치고돌이켰더라

33한사람이우연히활을당기어이스라엘왕의갑옷

솔기를쏜지라왕이그병거모는자에게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네손을돌이켜나로군중에서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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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하였으나 34이날의전쟁이맹렬하였으므로이

스라엘왕이병거에서스스로부지하며저녁때까지아

람사람을막다가해가질즈음에죽었더라

19유다왕여호사밧이평안히예루살렘에돌아와서

그궁으로들어가니라 2하나니의아들선견자예후가

나가서여호사밧왕을맞아가로되왕이악한자를돕

고여호와를미워하는자를사랑하는것이가하니이까

그러므로여호와께로서진노하심이왕에게임하리이

다 3그러나왕에게선한일도있으니이는왕이아세

라목상들을이땅에서없이하고마음을오로지하여

하나님을찾음이니이다하였더라 4여호사밧이예루

살렘에거하더니나가서브엘세바에서부터에브라임

산지까지민간에순행하며저희를그열조의하나님

여호와께로돌아오게하고 5또유다온나라견고한

성에재판관을세우되성마다있게하고 6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행하는바를삼가하라너희의재판하

는것이사람을위함이아니요여호와를위함이니너

희가재판할때에여호와께서너희와함께하실지라 7

그런즉너희는여호와를두려워하는마음으로삼가행

하라! 우리의하나님여호와께서는불의함도없으시고

편벽됨도없으시고뇌물을받으심도없으시니라' 8여

호사밧이또예루살렘에서레위사람과제사장과이스

라엘족장중에서사람을세워여호와께속한일과예

루살렘거민의모든송사를재판하게하고 9저희에게

명하여가로되 `너희는여호와를경외하고충의와성

심으로이일을행하라! 10무릇어느성읍에거한너희

형제가혹피를흘림이나혹율법이나계명이나율례

나규례를인하여너희에게와서송사하거든저희를

경계하여여호와께죄를얻지않게하여너희와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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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진노하심이임하지말게하라너희가이렇게

행하면죄가없으리라 11여호와께속한모든일에는

대제사장아마랴가너희를다스리고왕에게속한모든

일은유다지파의어른이스마엘의아들스바댜가다

스리고레위사람들은너희앞에관리가되리라너희

는힘써행하라! 여호와께서선한자와함께하실지로

다' 하니라

20그후에모압자손과암몬자손이몇마온사람과

함께와서여호사밧을치고자한지라 2혹이와서여호

사밧에게고하여가로되 `큰무리가바다저편아람에

서왕을치러오는데이제하사손다말곧엔게디에있

나이다' 3여호사밧이두려워하여여호와께로낯을향

하여간구하고온유다백성에게금식하라공포하매 4

유다사람이여호와께도우심을구하려하여유다모

든성읍에서모여와서여호와께간구하더라 5여호사

밧이여호와의전새뜰앞에서유다와예루살렘의회

중가운데서서 6가로되 '우리열조의하나님여호와

여, 주는하늘에서하나님이아니시니이까?이방사람

의모든나라를다스리지아니하시나이까?주의손에

권세와능력이있사오니능히막을사람이없나이다 7

우리하나님이시여! 전에이땅거민을주의백성이스

라엘앞에서쫓아내시고그땅으로주의벗아브라함

의자손에게영영히주지아니하셨나이까? 8저희가이

땅에거하여주의이름을위하여한성소를건축하고

이르기를 9만일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

나, 기근이우리에게임하면주의이름이이전에있으

니우리가이전앞과주의앞에서서이환난가운데서

주께부르짖은즉들으시고구원하시리라하였나이다

10옛적에이스라엘이애굽땅에서나올때에암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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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모압자손과세일산사람을침노하기를주께서

용납하지아니하시므로이에치우쳐저희를떠나고멸

하지아니하였거늘 11이제저희가우리에게갚는것을

보옵소서저희가와서주께서우리에게주신주의기

업에서우리를쫓아내고자하나이다 12우리하나님이

여, 저희를징벌하지아니하시나이까?우리를치러오

는이큰무리를우리가대적할능력이없고어떻게할

줄도알지못하옵고오직주만바라보나이다'하고 13

유다모든사람은그아내와자녀와어린자로더불어

여호와앞에섰더라 14여호와의신이회중가운데서

레위사람야하시엘에게임하셨으니저는아삽자손

맛다냐의현손이요,여이엘의증손이요,브나야의손

자요, 스가랴의아들이더라 15야하시엘이가로되 `온

유다와예루살렘거민과여호사밧왕이여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너희에게말씀하시기를이큰무리로인하

여두려워하거나놀라지말라이전쟁이너희에게속

한것이아니요하나님께속한것이니라 16내일너희

는마주내려가라저희가시스고개로말미암아올라

오리니너희가골짜기어귀여루엘들앞에서만나려

니와 17이전쟁에는너희가싸울것이없나니항오를

이루고서서너희와함께한여호와가구원하는것을

보라! 유다와예루살렘아! 너희는두려워하며놀라지

말고내일저희를마주나가라여호와가너희와함께

하리라하셨느니라' 하매 18여호사밧이몸을굽혀얼

굴을땅에대니온유다와예루살렘거민들도여호와

앞에엎드려경배하고 19그핫자손과고라자손에게

속한레위사람들은서서심히큰소리로이스라엘하

나님여호와를찬송하니라 20이에백성들이일찌기일

어나서드고아들로나가니라나갈때에여호사밧이



역대하 885

서서가로되 '유다와예루살렘거민들아내말을들을

지어다! 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를신뢰하라! 그리

하면견고히서리라그선지자를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하고 21백성으로더불어의논하고노래하

는자를택하여거룩한예복을입히고군대앞에서행

하며여호와를찬송하여이르기를 `여호와께감사하세

! 그자비하심이영원하도다' 하게하였더니 22그노래

와찬송이시작될때에여호와께서복병을두어유다

를치러온암몬자손과모압과세일산사람을치게하

시므로저희가패하였으니 23곧암몬과모압자손이

일어나세일산거민을쳐서진멸하고세일거민을멸

한후에는저희가피차에살륙하였더라 24유다사람이

들망대에이르러그무리를본즉땅에엎드러진시체

뿐이요하나도피한자가없는지라 25여호사밧과그

백성이가서적군의물건을취할새본즉그가운데에

재물과의복과보물이많이있는고로각기취하는데

그물건이너무많아능히가져갈수없을만큼많으므

로사흘동안에취하고 26제사일에무리가브라가골

짜기에모여서거기서여호와를송축한지라그러므로

오늘날까지그곳을브라가골짜기라일컫더라 27유다

와예루살렘모든사람이여호사밧을선두로즐거이

예루살렘으로돌아왔으니이는여호와께서저희로그

적군을이김을인하여즐거워하게하셨음이라 28무리

가비파와수금과나팔을합주하고예루살렘에이르러

여호와의전에나아가니라 29이방모든나라가여호와

께서이스라엘의적군을치셨다함을듣고하나님을

두려워한고로 30여호사밧의나라가태평하였으니이

는그하나님이사방에서저희에게평강을주셨음이더

라 31여호사밧이유다왕이되어위에나아갈때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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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십오세라예루살렘에서이십오년을치리하니라

그모친의이름은아수바라실히의딸이더라 32여호사

밧이그부친아사의길로행하여돌이켜떠나지아니

하고여호와보시기에정직히행하였으나 33산당은폐

하지아니하였으므로백성이오히려마음을정하여그

열조의하나님께로돌아오지아니하였더라 34이외에

여호사밧의시종행적이하나니의아들예후의글에

다기록되었고그글은이스라엘열왕기에올랐더라

35유다왕여호사밧이나중에이스라엘왕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아하시야는심히악을행하는자이었더

라 36두왕이서로결합하고배를지어다시스로보내

고자하여에시온게벨에서배를지었더니 37마레사사

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밧을향하여예

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하는고로여호와

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 하더니이에그배가

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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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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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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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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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역대하 891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역대하 892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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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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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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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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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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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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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역대하 899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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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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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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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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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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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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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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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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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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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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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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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역대하 911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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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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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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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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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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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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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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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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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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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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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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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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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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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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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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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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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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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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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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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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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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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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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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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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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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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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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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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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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4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5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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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6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7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8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19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0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1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2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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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23마레사사람도다와후의아들엘리에셀이여호사

밧을향하여예언하여가로되 '왕이아하시야와교제

하는고로여호와께서왕의지은것을파하시리라'하

더니이에그배가파상하여다시스로가지못하였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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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1바사왕고레스원년에여호와께서예레미야의입으

로하신말씀을응하게하시려고바사왕고레스의마

음을감동시키시매저가온나라에공포도하고조서

도내려가로되 2 `바사왕고레스는말하노니하늘의

신여호와께서세상만국으로내게주셨고나를명하

사유다예루살렘에전을건축하라하셨나니 3이스라

엘의하나님은참신이시라너희중에무릇그백성된

자는다유다예루살렘으로올라가서거기있는여호

와의전을건축하라!너희하나님이함께하시기를원

하노라 4무릇그남아있는백성이어느곳에우거하였

든지그곳사람들이마땅히은과금과기타물건과짐

승으로도와주고그외에도예루살렘하나님의전을

위하여예물을즐거이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이에유

다와베냐민족장들과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과무릇

그마음이하나님께감동을받고올라가서예루살렘

여호와의전을건축코자하는자가다일어나니 6그

사면사람들이은그릇과황금과기타물건과짐승과

보물로돕고그외에도예물을즐거이들렸더라 7고레

스왕이또여호와의전기명을꺼내니옛적에느부갓

네살이예루살렘에서옮겨다가자기신들의당에두었

던것이라 8바사왕고레스가고지기미드르닷을명하

여그그릇을꺼내어계수하여유다목백세스바살에

게붙이니 9그수효는금반이삼십이요,은반이일천

이요, 칼이이십구요 10금대접이삼십이요, 그보다차

한은대접이사백열이요, 기타기명이일천이니 11금,

은기명의도합이오천사백이라사로잡힌자를바벨

론에서예루살렘으로데리고올때에세스바살이그

기명들을다가지고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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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옛적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에게사로잡혀바벨론

으로갔던자의자손중에서놓임을받고예루살렘과

유다도로돌아와각기본성에이른자 2곧스룹바벨

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

드개와,빌산과,미스발과,비그왜와,르훔과,바아나

등과함께나온이스라엘백성의명수가이러하니 3바

로스자손이이천일백칠십이명이요 4스바댜자손이

삼백칠십이명이요 5아라자손이칠백칠십오명이요

6바핫모압자손곧예수아와요압자손이이천팔백십

이명이요 7엘람자손이일천이백오십사명이요 8삿

두자손이구백사십오명이요 9삭개자손이칠백육

십명이요 10바니자손이육백사십이명이요 11브배

자손이육백이십삼명이요 12아스갓자손이일천이

백이십이명이요 13아도니감자손이육백육십육명

이요 14비그왜자손이이천오십육명이요 15아딘자

손이사백오십사명이요 16아델자손곧히스기야자

손이구십팔명이요 17베새자손이삼백이십삼명이

요 18요라자손이일백십이명이요 19하숨자손이이

백이십삼명이요 20깁발자손이구십오명이요 21베

들레헴사람이일백이십삼명이요 22느도바사람이

오십륙명이요 23아나돗사람이일백이십팔명이요

24아스마웹자손이사십이명이요 25기랴다림과그비

라와브에롯자손이칠백사십삼명이요 26라마와게

바자손이육백이십일명이요 27믹마스사람이일백

이십이명이요 28벧엘과아이사람이이백이십삼명

이요 29느보자손이오십이명이요 30막비스자손이

일백오십육명이요 31다른엘람자손이일천이백오

십사명이요 32하림자손이삼백이십명이요 33로드

와하딧과오노자손이칠백이십오명이요 34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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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이삼백사십오명이요 35스나아자손이삼천육

백삼십명이었더라 36제사장들은예수아의집여다야

자손이구백칠십삼명이요 37임멜자손이일천오십

이명이요 38바스훌자손이일천이백사십칠명이요

39하림자손이일천십칠명이었더라 40레위사람은

호다위야자손곧예수아와, 갓미엘자손이칠십사명

이요 41노래하는자들은아삽자손이일백이십팔명

이요 42문지기의자손들은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

굽과, 하디다와, 소배자손이모두일백삼십구명이였

더라 43느디님사람들은시하자손과,하수바자손과,

답바옷자손과, 44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바돈

자손과, 45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악굽자손과

, 46하갑자손과, 사믈래자손과, 하난자손과, 47깃델

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48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갓삼자손과, 49웃사자손과,바세아자

손과, 베새자손과, 50아스나자손과, 므우님자손과,

느부심자손과, 51박북자손과,하그바자손과,할훌자

손과, 52바슬룻자손과, 므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 53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54

느시야자손과,하디바자손이었더라 55솔로몬의신복

의자손은소대자손과, 하소베렛자손과, 브루다자손

과, 56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손과, 57

스바댜자손과, 하딜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자손과,

아미자손이니 58모든느디님사람과솔로몬의신복의

자손이삼백구십이명이었더라 59델멜라와,델하르사

와,그룹과,앗단과,임멜에서올라온자가있으나그

종족과보계가이스라엘에속하였는지는증거할수없

으니 60저희는들라야자손과,도비야자손과,느고다

자손이라도합이육백오십이명이요 61제사장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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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야자손과, 학고스자손과, 바르실래자손이니바

르실래는길르앗사람바르실래의딸중에하나로아

내를삼고바르실래의이름으로이름한자라 62이사

람들이보계중에서자기이름을찾아도얻지못한고

로저희를부정하게여겨제사장의직분을행치못하

게하고 63방백이저희에게명하여 '우림과둠밈을가

진제사장이일어나기전에는지성물을먹지말라' 하

였느니라 64온회중의합계가사만이천삼백육십명

이요 65그외에노비가칠천삼백삼십칠명이요, 노래

하는남녀가이백명이요 66말이칠백삼십륙이요, 노

새가이백사십오요 67약대가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더라 68어떤족장들이예루살렘여

호와의전터에이르러하나님의전을그곳에다시건

축하려고예물을즐거이드리되 69역량대로역사하는

곳간에드리니금이육만일천다릭이요, 은이오천마

네요, 제사장의옷이일백벌이었더라 70이에제사장

들과레위사람들과백성몇과노래하는자들과문지

기들과느디님사람들이그본성들에거하고이스라엘

무리도그본성들에거하였느니라

3이스라엘자손이그본성에거하였더니칠월에이르

러일제히예루살렘에모인지라 2요사닥의아들예수

아와그형제제사장들과스알디엘의아들스룹바벨과

그형제들이다일어나이스라엘하나님의단을만들

고하나님의사람모세의율법에기록한대로번제를

그위에드리려할새 3무리가열국백성을두려워하여

단을그터에세우고그위에조석으로여호와께번제

를드리며 4기록된규례대로초막절을지켜번제를매

일정수대로날마다드리고 5그후에는항상드리는

번제와초하루와여호와의모든거룩한절기의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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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여호와께즐거이드리는예물을드리되 6칠월

초하루부터비로소여호와께번제를드렸으나그때에

여호와의전지대는오히려놓지못한지라 7이에석수

와목수에게돈을주고또시돈사람과두로사람에게

먹을것과마실것과기름을주고바사왕고레스의조

서대로백향목을레바논에서욥바해변까지수운하게

하였더라 8예루살렘하나님의전에이른지이년이월

에스알디엘의아들스룹바벨과요사닥의아들예수아

와다른형제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과무릇사로잡

혔다가예루살렘에돌아온자들이역사를시작하고이

십세이상의레위사람들을세워여호와의전역사를

감독하게하매 9이에예수아와그아들들과그형제들

과갓미엘과, 그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닷자손과

, 그형제레위사람들이일제히일어나하나님의전공

장을감독하니라 10건축자가여호와의전지대를놓을

때에제사장들은예복을입고나팔을들고아삽자손

레위사람들은제금을들고서서이스라엘왕다윗의

규례대로여호와를찬송하되 11서로찬송가를화답하

며여호와께감사하여가로되 '주는지선하시므로그

인자하심이이스라엘에게영원하시도다!' 하니모든

백성이여호와의전지대가놓임을보고여호와를찬

송하며큰소리로즐거이부르며 12제사장들과레위

사람들과족장들중에여러노인은첫성전을보았던

고로이제이전지대놓임을보고대성통곡하며여러

사람은기뻐하여즐거이부르니 13백성의크게외치는

소리가멀리들리므로즐거이부르는소리와통곡하는

소리를백성들이분변치못하였느니라

4유다와베냐민의대적이사로잡혔던자의자손이이

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전을건축한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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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2스룹바벨과족장들에게나아와이르되 `우리로

너희와함께건축하게하라우리도너희같이너희하

나님을구하노라앗수르왕에살핫돈이우리를이리로

오게한날부터우리가하나님께제사를드리노라' 3스

룹바벨과예수아와기타이스라엘족장들이이르되

`우리하나님의전을건축하는데너희는우리와상관

이없느니라바사왕고레스가우리에게명하신대로

우리가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를위하여홀로건축하

리라'하였더니 4이로부터그땅백성이유다백성의

손을약하게하여그건축을방해하되 5바사왕고레

스의시대부터바사왕다리오가즉위할때까지의사

들에게뇌물을주어그경영을저희하였으며 6또아하

수에로가즉위할때에저희가글을올려유다와예루

살렘거민을고소하니라 7아닥사스다때에비슬람과

미드르닷과다브엘과그동료들이바사왕아닥사스다

에게글을올렸으니그글은아람문자와아람방언으

로써서진술하였더라 8방백르훔과서기관심새가아

닥사스다왕에게올려예루살렘백성을고소한그글에

9방백르훔과서기관심새와그동료디나사람과아바

삿사람과다블래사람과아바새사람과아렉사람과

바벨론사람과수산사람과데해사람과엘람사람과

10기타백성곧존귀한오스납발이사마리아성과강

서편다른땅에옮겨둔자들과함께고한다하였더라

11아닥사스다왕에게올린그글의초본은이러하니강

서편에있는신복들은 12왕에게고하나이다왕에게서

올라온유다사람들이우리의곳예루살렘에이르러

이패역하고악한성읍을건축하는데이미그지대를

수축하고성곽을건축하오니 13이제왕은아시옵소서

만일이성읍을건축하며그성곽을마치면저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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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조공과잡세와부세를바치지아니하리니필경

왕들에게손해가되리이다 14우리가이제궁의소금을

먹는고로왕의수치당함을참아보지못하여보내어

왕에게고하오니 15왕은열조의사기를살피시면그

사기에서이성읍은패역한성읍이라예로부터그중

에서항상반역하는일을행하여열왕과각도에손해

가된것을보시고아실지라이성읍이훼파됨도이까

닭이니이다 16이제감히왕에게고하오니이성읍이

중건되어성곽을필역하면이로말미암아왕의강서

편영지가없어지리이다하였더라 17왕이방백르훔과

서기관심새와사마리아에거한저희동료와강서편

다른땅백성에게조서를내리니일렀으되너희는평

안할지어다 18너희의올린글을내앞에서낭독시키고

19명하여살펴보니과연이성읍이예로부터열왕을

거역하며그중에서항상패역하고모반하는일을행

하였으며 20옛적에는예루살렘을주재하는큰군왕이

있어서강서편모든땅도주재하매조공과잡세와부

세를저에게다바쳤도다 21이제너희는명을전하여

그사람들로역사를그치게하여그성을건축지못하

게하고내가다시조서내리기를기다리라 22너희는

삼가서이일에게으르지말라어찌하여화를더하여

왕들에게손해가되게하랴하였더라 23아닥사스다왕

의조서초본이르훔과서기관심새와그동료앞에서

낭독되매저희가예루살렘으로급히가서유다사람들

을보고권력으로억제하여그역사를그치게하니 24

이에예루살렘에서하나님의전역사가그쳐서바사

왕다리오제이년까지이르니라

5선지자들곧선지자학개와잇도의손자스가랴가

이스라엘하나님의이름을받들어유다와예루살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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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유다사람들에게예언하였더니 2이에스알디

엘의아들스룹바벨과요사닥의아들예수아가일어나

예루살렘하나님의전건축하기를시작하매하나님의

선지자들이함께하여돕더니 3그때에강서편총독

닷드내와스달보스내와그동료가다나아와저희에게

이르되 '누가너희를명하여이전을건축하고이성곽

을마치게하였느냐?' 하기로 4우리가이건축하는자

의이름을고하였으나 5하나님이유다장로들을돌아

보셨으므로저희가능히역사를폐하게못하고이일

을다리오에게고하고그답조가오기를기다렸더라 6

강서편총독닷드내와스달보스내와그동료강서편

아바삭사람이다리오왕에게올린글의초본이이러

하니라 7그글에일렀으되다리오왕은만안하옵소서

8왕께아시게하나이다우리가유다도에가서지극히

크신하나님의전에나아가보온즉전을큰돌로세우

며벽에나무를얹고부지런히하므로역사가그손에

서형통하옵기로 9우리가그장로들에게물어보기를

누가너희를명하여이전을건축하고이성곽을마치

게하였느냐하고 10우리가또그두목의이름을적어

왕에게고하고자하여그이름을물은즉 11저희가우

리에게대답하여이르기를우리는천지의하나님의종

이라오랜옛적에건축되었던전을우리가다시건축

하노라이는본래이스라엘의큰왕이완전히건축한

것이더니 12우리열조가하늘에계신하나님을격노케

하였으므로하나님이저희를갈대아사람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손에붙이시매저가이전을헐며이백

성을사로잡아바벨론으로옮겼더니 13바벨론왕고레

스원년에고레스왕이조서를내려하나님의이전을

건축하게하고 14또느부갓네살의예루살렘하나님의



에스라 950

전속에서금, 은기명을옮겨다가바벨론신당에두었

던것을고레스왕이그신당에서취하여그세운총독

세스바살이라이름한자에게내어주고 15일러가로되

너는이기명들을가지고가서예루살렘전에두고하

나님의전을그본처에건축하라하매 16이에이세스

바살이이르러예루살렘하나님의전지대를놓았고

그때로부터지금까지건축하여오나오히려필역하지

못하였다하였사오니 17이제왕이선히여기시거든바

벨론에서왕의국고에조사하사과연고레스왕이조

서를내려하나님의이전을예루살렘에건축하라하

셨는지보시고왕은이일에대하여왕의기쁘신뜻을

우리에게보이소서하였더라

6이에다리오왕이조서를내려서적곳간곧바벨론

에서보물을쌓아둔곳에서조사하게하였더니 2메대

도악메다궁에서한두루마리를얻으니거기기록하

였으되 3고레스왕원년에조서를내려이르기를예루

살렘하나님의전에대하여이르노니이전곧제사드

리는처소를건축하되지대를견고히쌓고그전의고

는육십규빗으로, 광도육십규빗으로하고 4큰돌세

켜에새나무한켜를놓으라그경비는다왕실에서내

리라 5또느부갓네살이예루살렘전에서취하여바벨

론으로옮겼던하나님의전금, 은기명을돌려보내어

예루살렘전에가져다가하나님의전안각기본처에

둘지니라하였더라 6이제강서편총독닷드내와스달

보스내와너희동료강서편아바삭사람들은그곳을

멀리하여 7하나님의전역사를막지말고유다총독과

장로들로하나님의이전을본처에건축하게하라 8내

가또조서를내려서하나님의이전을건축함에대하

여너희가유다사람의장로들에게행할것을알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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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왕의재산곧강서편세금중에서그경비를이

사람들에게신속히주어저희로지체치않게하라 9또

그수용물곧하늘의하나님께드릴번제의수송아지

와, 수양과, 어린양과, 또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을예루살렘제사장의소청대로영락없이날마다주어

10저희로하늘의하나님께향기로운제물을드려왕과

왕자들의생명을위하여기도하게하라 11내가또조

서를내리노니무론누구든지이명령을변개하면그

집에서들보를빼어내고저를그위에매어달게하고

그집은이로인하여거름더미가되게하라 12만일열

왕이나백성이이조서를변개하고손을들어예루살

렘하나님의전을헐진대그곳에이름을두신하나님

이저희를멸하시기를원하노라나다리오가조서를

내렸노니신속히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3다리오왕의

조서가내리매강서편총독닷드내와스달보스내와

그동료들이신속히준행한지라 14유다사람의장로들

이선지자학개와잇도의손자스가랴의권력으로인

하여전건축할일이형통한지라이스라엘하나님의

명령과바사왕고레스와다리오와아닥사스다의조서

를좇아전을건축하며필역하되 15다리오왕육년아

달월삼일에전을필역하니라 16이스라엘자손과제사

장들과레위사람들과기타사로잡혔던자의자손이

즐거이하나님의전봉헌식을행하니 17하나님의전

봉헌식을행할때에수소일백과수양이백과어린양

사백을드리고또이스라엘지파의수를따라수염소

열둘로이스라엘전체를위하여속죄제를드리고 18

제사장을그분반대로, 레위사람을그반차대로세워

예루살렘에서하나님을섬기게하되모세의책에기록

된대로하게하니라 19사로잡혔던자의자손이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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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사일에유월절을지키되 20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

이일제히몸을정결케하여다정결하매사로잡혔던

자의모든자손과자기형제제사장들과자기를위하

여유월절양을잡으니 21사로잡혔다가돌아온이스라

엘자손과무릇스스로구별하여자기땅이방사람의

더러운것을버리고이스라엘무리에게속하여이스라

엘하나님여호와를구하는자가다먹고 22즐거우므

로칠일동안무교절을지켰으니이는여호와께서저

희로즐겁게하시고또앗수르왕의마음을저희에게

로돌이켜이스라엘의하나님이신하나님의전역사하

는손을힘있게하도록하셨음이었느니라

7이일후바사왕아닥사스다가위에있을때에에스

라라하는자가있으니라저는스라야의아들이요, 아

사랴의손자요, 힐기야의증손이요 2살룸의현손이요,

사독의오대손이요, 아히둡의육대손이요, 3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팔대손이요, 므라욧의구대손이

요, 4스라히야의십대손이요, 웃시엘의십일대손이요

, 북기의십이대손이요, 5아비수아의십삼대손이요,

비느하스의십사대손이요, 엘르아살의십오대손이요

,대제사장아론의십륙대손이라 6이에스라가바벨

론에서올라왔으니저는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서

주신바모세의율법에익숙한학사로서그하나님여

호와의도우심을입으므로왕에게구하는것은다받

는자더니 7아닥사스다왕칠년에이스라엘자손과제

사장들과레위사람들과노래하는자들과문지기들과

느디님사람들중에몇사람이예루살렘으로올라올때

에 8이에스라가올라왔으니왕의칠년오월이라 9정

월초하루에바벨론에서길을떠났고하나님의선한

손의도우심을입어오월초하루에예루살렘에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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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에스라가여호와의율법을연구하여준행하며율

례와규례를이스라엘에게가르치기로결심하였었더

라 11여호와의계명의말씀과이스라엘에게주신율례

의학사인학사겸제사장에스라에게아닥사스다왕이

내린조서초본은아래와같으니라 12모든왕의왕아

닥사스다는하늘의하나님의율법에완전한학사겸제

사장에스라에게 13조서하노니우리나라에있는이스

라엘백성과저희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중에예루

살렘으로올라갈뜻이있는자는누구든지너와함께

갈지어다 14너는네손에있는네하나님의율법을좇

아유다와예루살렘의정형을살피기위하여왕과일

곱모사의보냄을받았으니 15왕과모사들이예루살렘

에거하신이스라엘하나님께성심으로드리는은금을

가져가고 16또네가바벨론온도에서얻을모든은금

과및백성과제사장들이예루살렘그하나님의전을

위하여즐거이드릴예물을가져다가 17그돈으로수

송아지와수양과어린양과그소제와그전제의물품

을신속히사서예루살렘네하나님의전단위에드리

고 18그나머지은금은너와너의형제가선히여기는

일에너희하나님의뜻을좇아쓸지며 19네하나님의

전에서섬기는일을위하여네게준기명은예루살렘

하나님앞에드리고 20그외에도네하나님의전에쓰

일것이있어서네가드리고자하거든무엇이든지왕

의내탕고에서취하여드릴지니라 21나곧나아닥사

스다왕이강서편모든고지기에게조서를내려이르

기를하늘의하나님의율법의학사겸제사장에스라가

무릇너희에게구하는것은신속히시행하되 22은은

일백달란트까지밀은일백고르까지,포도주는일백

밧까지, 기름도일백밧까지하고소금은정수없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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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3무릇하늘의하나님의전을위하여하늘의하나

님의명하신것은삼가행하라!어찌하여진노가왕과

왕자의나라에임하게하랴 24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레위사람들이나노래하는자들이나문

지기들이나느디님사람들이나혹하나님의전에서일

하는자들에게조공과잡세와부세를받는것이불가

하니라하였노라 25에스라여! 너는네손에있는네하

나님의지혜를따라네하나님의율법을아는자로유

사와재판관을삼아강서편모든백성을재판하게하

고그알지못하는자는너희가가르치라 26무릇네하

나님의명령과왕의명령을준행치아니하는자는속

히그죄를정하여혹죽이거나정배하거나가산을적

몰하거나옥에가둘지니라하였더라 27우리열조의하

나님여호와를송축할지로다! 그가왕의마음에예루

살렘여호와의전을아름답게할뜻을두시고 28또나

로왕과그모사들의앞과왕의권세있는모든방백의

앞에서은혜를얻게하셨도다나의하나님여호와의

손이나의위에있으므로내가힘을얻어이스라엘중

에두목을모아나와함께올라오게하였노라

8아닥사스다왕이위에있을때에나와함께바벨론

에서올라온족장들과그들의보계가이러하니라 2비

느하스자손중에서는게르솜이요,이다말자손중에

서는다니엘이요, 다윗자손중에서는핫두스요 3스가

냐자손곧바로스자손중에서는스가랴니그와함께

족보에기록된남자가일백오십명이요 4바핫모압자

손중에서는스라히야의아들엘여호에내니그와함께

한남자가이백명이요 5스가냐자손중에서는야하시

엘의아들이니그와함께한남자가삼백명이요 6아딘

자손중에서는요나단의아들에벳이니그와함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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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오십명이요 7엘람자손중에서는아달리야의

아들여사야니그와함께한남자가칠십명이요 8스바

댜자손중에서는미가엘의아들스바댜니그와함께

한남자가팔십명이요 9요압자손중에서는여히엘의

아들오바댜니그와함께한남자가이백십팔명이요

10슬로밋자손중에서는요시뱌의아들이니그와함께

한남자가일백육십명이요 11베배자손중에서는베

배의아들스가랴니그와함께한남자가이십팔명이

요 12아스갓자손중에서는학가단의아들요하난이니

그와함께한남자가일백십명이요 13아도니감자손

중에나중된자의이름은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

야니그와함께한남자가육십명이요 14비그왜자손

중에서는우대와사붓이니그와함께한남자가칠십명

이었느니라 15내가무리를아하와로흐르는강가에모

으고거기서삼일동안장막에유하며백성과제사장

들을살핀즉그중에레위자손이하나도없는지라 16

이에모든족장곧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

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을

부르고또명철한사람요야립과엘라단을불러 17가

시뱌지방으로보내어그곳족장잇도에게나아가게

하고잇도와그형제곧가시뱌지방에거한느디님사

람들에게할말을일러주고우리하나님의전을위하

여수종들자를데리고오라하였더니 18우리하나님

의선한손의도우심을입고저희가이스라엘의손자

레위의아들말리의자손중에서한명철한사람을데

려오고또세레뱌와그아들들과형제십팔명과 19하

사뱌와므라리자손중여사야와그형제와저의아들

들이십명을데려오고 20또느디님사람곧다윗과방

백들이주어레위사람에게수종들게한그느디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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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중이백이십명을데려왔으니그이름이다기록되

었느니라 21때에내가아하와강가에서금식을선포하

고우리하나님앞에서스스로겸비하여우리와우리

어린것과모든소유를위하여평탄한길을그에게간

구하였으니 22이는우리가전에왕에게고하기를우리

하나님의손은자기를찾는모든자에게선을베푸시

고자기를배반하는모든자에게는권능과진노를베

푸신다하였으므로길에서적군을막고우리를도울

보병과마병을왕에게구하기를부끄러워하였음이라

23그러므로우리가이를위하여금식하며우리하나님

께간구하였더니그응낙하심을입었느니라 24그때에

내가제사장의두목중십이인곧세레뱌와하사뱌와

그형제십인을따로세우고 25저희에게왕과모사들

과방백들과또그곳에있는이스라엘무리가우리하

나님의전을위하여드린은과금과기명들을달아서

주었으니 26내가달아서저희손에준것은은이육백

오십달란트요, 은기명이일백달란트요, 금이일백달

란트며 27또금잔이이십개라중수는일천다릭이요

또아름답고빛나금같이보배로운놋그릇이두개라

28내가저희에게이르되 `너희는여호와께거룩한자

요이기명들도거룩하고그은과금은너희열조의하

나님여호와께즐거이드린예물이니 29너희는예루살

렘여호와의전골방에이르러제사장의두목들과레

위사람의두목들과이스라엘족장앞에서이기명을

달기까지삼가지키라!' 30이에제사장들과레위사람

들이은과금과기명을예루살렘우리하나님의전으

로가져가려하여그중수대로받으니라 31정월십이

일에우리가아하와강을떠나예루살렘으로갈새우

리하나님의손이우리를도우사대적과길에매복한



에스라 957

자의손에서건지신지라 32이에예루살렘에이르러거

기서삼일을유하고 33제사일에우리하나님의전에

서은과금과기명을달아서제사장우리아의아들므

레못의손에붙이니비느하스의아들엘르아살과,레

위사람예수아의아들요사밧과, 빈누이의아들노아

댜가함께있어 34모든것을다계수하고달아보고그

중수를당장에책에기록하였느니라 35사로잡혔던자

의자손곧이방에서돌아온자들이이스라엘하나님

께번제를드렸는데이스라엘전체를위한수송아지가

열둘이요,또수양이아흔여섯이요,어린양이일흔

일곱이요, 또속죄제의수염소가열둘이니모두여호

와께드린번제물이라 36무리가또왕의조서를왕의

관원과강서편총독들에게부치매저희가백성과하

나님의전을도왔느니라

9이일후에방백들이내게나아와가로되이스라엘

백성과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이이땅백성과떠나

지아니하고가나안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사람과,

여부스사람과, 암몬사람과, 모압사람과, 애굽사람과

, 아모리사람의가증한일을행하여 2그들의딸을취

하여아내와며느리를삼아거룩한자손으로이방족

속과서로섞이게하는데방백들과두목들이이죄에

더욱으뜸이되었다하는지라 3내가이일을듣고속옷

과겉옷을찢고머리털과수염을뜯으며기가막혀앉

으니 4이에이스라엘하나님의말씀을인하여떠는자

가이사로잡혔던자의죄를인하여다내게로모여오

더라내가저녁제사드릴때까지기가막혀앉았더니

5저녁제사를드릴때에내가근심중에일어나서속옷

과겉옷을찢은대로무릎을꿇고나의하나님여호와

를향하여손을들고 6말하기를 `나의하나님이여! 내



에스라 958

가부끄러워낯이뜨뜻하여감히나의하나님을향하

여얼굴을들지못하오니이는우리죄악이많아정수

리에넘치고우리허물이커서하늘에미침이니이다 7

우리의열조때로부터오늘까지우리죄가심하매우

리의죄악으로인하여우리와우리왕들과우리제사

장들을열방왕들의손에붙이사칼에죽으며사로잡

히며노략을당하며얼굴을부끄럽게하심이오늘날

같으니이다 8이제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에게

잠간은혜를베푸사얼마를남겨두어피하게하신우

리를그거룩한처소에박힌못과같게하시고우리눈

을밝히사우리로종노릇하는중에서조금소성하게

하셨나이다 9우리가비록노예가되었사오나우리하

나님이우리를그복역하는중에버리지아니하시고

바사열왕앞에서우리로긍휼히여김을입고소성하

여우리하나님의전을세우게하시며그퇴락한것을

수리하게하시며유다와예루살렘에서우리에게울을

주셨나이다 10우리하나님이여! 이렇게하신후에도

우리가주의계명을배반하였사오니이제무슨말씀을

하오리이까 11전에주께서주의종선지자들로명하여

이르시되너희가가서얻으려하는땅은더러운땅이

니이는이방백성들이더럽고가증한일을행하여이

가에서저가까지그더러움으로채웠음이라 12그런즉

너희여자들을저희아들들에게주지말고저희딸을

너희아들을위하여데려오지말며그들을위하여평

강과형통을영영히구하지말라그리하면너희가왕

성하여그땅의아름다운것을먹으며그땅을자손에

게유전하여영원한기업을삼게되리라하셨나이다

13우리의악한행실과큰죄로인하여이모든일을당

하였사오나우리하나님이우리죄악보다형벌을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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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시고이만큼백성을남겨주셨사오니 14우리가

어찌다시주의계명을거역하고이가증한일을행하

는족속들과연혼하오리이까그리하오면주께서어찌

진노하사우리를멸하시고남아피할자가없도록하

시지아니하시리이까 15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여! 주

는의롭도소이다우리가남아피한것이오늘날과같

사옵거늘도리어주께범죄하였사오니이로인하여주

앞에한사람도감히서지못하겠나이다'

10에스라가하나님의전앞에엎드려울며기도하여

죄를자복할때에많은백성이심히통곡하매이스라

엘중에서백성의남녀와어린아이의큰무리가그앞

에모인지라 2엘람자손중여히엘의아들스가냐가

에스라에게이르되 `우리가우리하나님께범죄하여

이땅이방여자를취하여아내를삼았으나이스라엘

에게오히려소망이있나니 3곧내주의교훈을좇으

며우리하나님의명령을떨며준행하는자의의논을

좇아이모든아내와그소생을다내어보내기로우리

하나님과언약을세우고율법대로행할것이라 4이는

당신의주장할일이니일어나소서우리가도우리니힘

써행하소서' 5이에에스라가일어나제사장들과레위

사람들과온이스라엘에게이말대로행하기를맹세하

게하매무리가맹세하는지라 6이에에스라가하나님

의전앞에서일어나엘리아십의아들여호하난의방

으로들어가니라저가들어가서사로잡혔던자의죄를

근심하여떡도먹지아니하며물도마시지아니하더니

7유다와예루살렘의사로잡혔던자의자손들에게공

포하기를 `너희는예루살렘으로모이라 8누구든지방

백들과장로들의훈시를좇아삼일내에오지아니하

면그재산을적몰하고사로잡혔던자의회에서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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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라'하매 9유다와베냐민모든사람이삼일내에

예루살렘에모이니때는구월이십일이라무리가하나

님의전앞광장에앉아서이일과비를인하여떨더니

10제사장에스라가일어서서저희에게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이방여자로아내를삼아이스라엘의죄를

더하게하였으니 11이제너희열조의하나님앞에서

죄를자복하고그뜻대로행하여이땅족속들과이방

여인을끊어버리라' 12회무리가큰소리로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말씀대로우리가마땅히행할것이니

이다 13그러나백성이많고또큰비가내리는때니능

히밖에서지못할것이요우리가이일로크게범죄하

였은즉하루이틀에할일이아니오니 14이제온회중

을위하여우리방백들을세우고우리모든성읍에이

방여자에게장가든자는다기한에본성장로들과재

판장과함께오게하여우리하나님의이일로인하신

진노가우리에게서떠나게하소서' 하나 15오직아사

헬의아들요나단과디과의아들야스야가일어나그

일을반대하고므술람과레위사람삽브대가저희를

돕더라 16사로잡혔던자의자손이그대로한지라제사

장에스라가그종족을따라각기지명된족장몇사람

을위임하고시월초하루에앉아그일을조사하여 17

정월초하루에이르러이방여인을취한자의일조사

하기를마치니라 18제사장의무리중에이방여인을

취한자는예수아자손중요사닥의아들과, 그형제마

아세야와,엘리에셀과,야립과,그달랴라 19저희가다

손을잡아맹세하여그아내를보내기로하고또그죄

를인하여수양하나를속건제로드렸으며 20또임멜

자손중에는하나니와, 스바댜요 21하림자손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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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바스훌자손중에는엘료에내와,마아세야와,이스

마엘과,느다넬과,요사밧과,엘라사였더라 23레위사

람중에는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하는글리다

와,브다히야와,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24노래하

는자중에는엘리아십이요문지기중에는살룸과, 델

렘과, 우리였더라 25이스라엘중에는바로스자손중

라먀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

기야와, 브나야요, 26엘람자손중맛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압디와,여레못과,엘리야요, 27삿두자손

중엘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냐와, 여레못과, 사밧

과, 아시사요, 28베배자손중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요, 29바니자손중므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30바핫모압자

손중앗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냐와

, 브사렐과, 빈누이와,므낫세요, 31하림자손중엘리

에셀과,잇시야와,말기야와,스마야와,시므온과, 32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33하숨자손중맛드내와

,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34바니자손중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 35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36와냐와, 므레못

과, 에랴십과, 37맛다냐와, 맛드내와, 야아수와, 38바

니와,빈누이와,시므이와, 39셀레먀와,나단과, 아다

야와, 40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41아사렐과, 셀

레먀와, 스마랴와, 42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43

느보자손중여이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였더라 44이상은모두이방여

인을취한자라그중에자녀를낳은여인도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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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1하가랴의아들느헤미야의말이라아닥사스다왕제

이십년기슬르월에내가수산궁에있더니 2나의한형

제중하나니가두어사람과함께유다에서이르렀기

로내가그사로잡힘을면하고남아있는유다사람과

예루살렘형편을물은즉 3저희가내게이르되 `사로잡

힘을면하고남은자가그도에서큰환난을만나고능

욕을받으며예루살렘성은훼파되고성문들은소화되

었다' 하는지라 4내가이말을듣고앉아서울고수일

동안슬퍼하며하늘의하나님앞에금식하며기도하여

5가로되 `하늘의하나님여호와크고두려우신하나님

이여, 주를사랑하고주의계명을지키는자에게언약

을지키시며긍휼을베푸시는주여! 간구하나이다 6이

제종이주의종이스라엘자손을위하여주야로기도

하오며이스라엘자손의주앞에범죄함을자복하오니

주는귀를기울이시며눈을여시사종의기도를들으

시옵소서!나와나의아비집이범죄하여 7주를향하

여심히악을행하여주의종모세에게주께서명하신

계명과율례와규례를지키지아니하였나이다 8옛적

에주께서주의종모세에게명하여가라사대만일너

희가범죄하면내가너희를열국중에흩을것이요 9

만일내게로돌아와서내계명을지켜행하면너희쫓

긴자가하늘끝에있을지라도내가거기서부터모아

내이름을두려고택한곳에돌아오게하리라하신말

씀을이제청컨대기억하옵소서 10이들은주께서일찍

큰권능과강한손으로구속하신주의종이요주의백

성이니이다 11주여! 구하오니귀를기울이사종의기

도와주의이름을경외하기를기뻐하는종들의기도를

들으시고오늘날종으로형통하여이사람앞에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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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입게하옵소서' 하였나니그때에내가왕의술관

원이되었었느니라

2아닥사스다왕이십년니산월에왕의앞에술이있

기로내가들어왕에게드렸는데이전에는내가왕의

앞에서수색이없었더니 2왕이내게이르시되 `네가

병이없거늘어찌하여얼굴에수색이있느냐?이는필

연네마음에근심이있음이로다' 그때에내가크게두

려워하여 3왕께대답하되 `왕은만세수를하옵소서!

나의열조의묘실있는성읍이이제까지황무하고성

문이소화되었사오니내가어찌얼굴에수색이없사오

리이까?' 4왕이내게이르시되 `그러면네가무엇을원

하느냐?' 하시기로내가곧하늘의하나님께묵도하고

5왕에게고하되 `왕이만일즐겨하시고종이왕의목

전에서은혜를얻었사오면나를유다땅나의열조의

묘실있는성읍에보내어그성을중건하게하옵소서!'

하였는데 6그때에왕후도왕의곁에앉았더라왕이

내게이르시되 `네가몇날에행할길이며어느때에돌

아오겠느냐?' 하고왕이나를보내기를즐겨하시기로

내가기한을정하고 7내가또왕에게아뢰되 `왕이만

일즐겨하시거든강서편총독들에게내리시는조서를

내게주사저희로나를용납하여유다까지통과하게

하시고 8또왕의삼림감독아삽에게조서를내리사

저로전에속한영문의문과성곽과나의거할집을위

하여들보재목을주게하옵소서' 하매내하나님의선

한손이나를도우심으로왕이허락하고 9군대장관과

마병을보내어나와함께하시기로내가강서편에있

는총독들에게이르러왕의조서를전하였더니 10호론

사람산발랏과종되었던암몬사람도비야가이스라

엘자손을흥왕케하려는사람이왔다함을듣고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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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하더라 11내가예루살렘에이르러거한지삼일에

12내하나님이내마음을감화하사예루살렘을위하여

행하게하신일을내가아무사람에게도말하지아니

하고밤에일어나두어사람과함께나갈새내가탄짐

승외에는다른짐승이없더라 13그밤에골짜기문으

로나가서용정으로분문에이르는동안에보니예루

살렘성벽이다무너졌고성문은소화되었더라 14앞으

로행하여샘문과왕의못에이르러는탄짐승이지나

갈곳이없는지라 15그밤에시내를좇아올라가서성

벽을살펴본후에돌이켜골짜기문으로들어와서돌

아왔으나 16방백들은내가어디갔었으며무엇을하

였는지알지못하였고나도그일을유다사람들에게

나제사장들에게나귀인들에게나방백들에게나그외

에일하는자들에게고하지아니하다가 17후에저희에

게이르기를 `우리의당한곤경은너희도목도하는바

라예루살렘이황무하고성문이소화되었으니자,예

루살렘성을중건하여다시수치를받지말자' 하고 18

또저희에게하나님의선한손이나를도우신일과왕

이내게이른말씀을고하였더니저희의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모두힘을내어이선한일을하려하

매 19호론사람산발랏과, 종이되었던암몬사람도비

야와, 아라비아사람게셈이이말을듣고우리를업신

여기고비웃어가로되 `너희의하는일이무엇이냐? 왕

을배반코자하느냐?' 하기로 20내가대답하여가로되

`하늘의하나님이우리로형통케하시리니그의종우

리가일어나건축하려니와오직너희는예루살렘에서

아무기업도없고권리도없고명록도없다' 하였느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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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때에대제사장엘리아십이그형제제사장들과함께

일어나양문을건축하여성별하고문짝을달고또성

벽을건축하여함메아망대에서부터하나넬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그다음은여리고사람들이건축하였고

또그다음은이므리의아들삭굴이건축하였으며 3어

문은하스나아의자손들이건축하여그들보를얹고

문짝을달고자물쇠와빗장을갖추었고 4그다음은학

고스의손자우아의아들므레못이중수하였고그다

음은므세사벨의손자베레갸의아들므술람이중수하

였고그다음은바아나의아들사독이중수하였고 5그

다음은드고아사람들이중수하였으나그귀족들은그

주의역사에담부치아니하였으며 6옛문은바세아의

아들요야다와브소드야의아들므술람이중수하여그

들보를얹고문짝을달고자물쇠와빗장을갖추었고 7

그다음은기브온사람믈라야와메로놋사람야돈이

강서편총독의관할에속한기브온사람들과미스바

사람들로더불어중수하였고 8그다음은금장색할해

야의아들웃시엘등이중수하였고그다음은향품장

사하나냐등이중수하되저희가예루살렘넓은성벽

까지하였고 9그다음은예루살렘지방절반을다스리

는자후르의아들르바야가중수하였고 10하루맙의

아들여다야는자기집과마주대한곳을중수하였고

그다음은하삽느야의아들핫두스가중수하였고 11하

림의아들말기야와바핫모압의아들핫숩이한부분

과풀무망대를중수하였고 12그다음은예루살렘지방

절반을다스리는자할로헤스의아들살룸과그딸들

이중수하였고 13골짜기문은하눈과사노아거민이

중수하여문을세우며문짝을달고자물쇠와빗장을

갖추고또분문까지성벽일천규빗을중수하였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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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은벧학게렘지방을다스리는레갑의아들말기야

가중수하여문을세우며문짝을달고자물쇠와빗장

을갖추었고 15샘문은미스바지방을다스리는골호세

의아들살룬이중수하여문을세우고덮으며문짝을

달며자물쇠와빗장을갖추고또왕의동산근처셀라

못가의성벽을중수하여다윗성에서내려오는층계까

지이르렀고 16그다음은벧술지방절반을다스리는

자아스북의아들느헤미야가중수하여다윗의묘실과

마주대한곳에이르고또파서만든못을지나용사의

집까지이르렀고 17그다음은레위사람바니의아들

르훔이중수하였고그다음은그일라지방절반을다

스리는자하사뱌가그지방을대표하여중수하였고

18그다음은그형제그일라지방절반을다스리는자

헤나닷의아들바왜가중수하였고 19그다음은미스바

를다스리는자예수아의아들에셀이한부분을중수

하여성굽이에있는군기고맞은편까지이르렀고 20

그다음은삽배의아들바룩이한부분을힘써중수하

여성굽이에서부터대제사장엘리아십의집문에이

르렀고 21그다음은학고스의손자우리야의아들므

레못이한부분을중수하여엘리아십의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집모퉁이에이르렀고 22그다음은평지에

사는제사장들이중수하였고 23그다음은베냐민과핫

숩이자기집맞은편부분을중수하였고그다음은아

나냐의손자마아세야의아들아사랴가자기집에서

가까운부분을중수하였고 24그다음은헤나닷의아들

빈누이가한부분을중수하되아사랴의집에서부터성

굽이를지나성모퉁이에이르렀고 25우새의아들발

랄은성굽이맞은편과왕의윗궁에서내어민망대맞

은편곧시위청에서가까운부분을중수하였고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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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바로스의아들브다야가중수하였고 26 (때에느

디님사람은오벨에거하여동편수문과마주대한곳

에서부터내어민망대까지미쳤느니라) 27그다음은

드고아사람들이한부분을중수하여내어민큰망대

와마주대한곳에서부터오벨성벽까지이르렀느니라

28마문위로부터는제사장들이각각자기집과마주대

한부분을중수하였고 29그다음은임멜의아들사독

이자기집과마주대한부분을중수하였고그다음은

동문지기스가냐의아들스마야가중수하였고 30그다

음은셀레먀의아들하나냐와살랍의여섯째아들하

눈이한부분을중수하였고그다음은베레갸의아들

므술람이자기침방과마주대한부분을중수하였고

31그다음은금장색말기야가함밉갓문과마주대한

부분을중수하여느디님사람과상고들의집에서부터

성모퉁이누에이르렀고 32성모퉁이누에서양문까

지는금장색과상고들이중수하였느니라

4산발랏이우리가성을건축한다함을듣고크게분

노하여유다사람을비웃으며 2자기형제들과사마리

아군대앞에서말하여가로되 `이미약한유다사람들

의하는일이무엇인가스스로견고케하려는가제사

를드리려는가하루에필역하려는가소화된돌을흙

무더기에서다시일으키려는가' 하고 3암몬사람도비

야는곁에섰다가가로되 '저들의건축하는성벽은여

우가올라가도곧무너지리라'하더라 4 `우리하나님

이여, 들으시옵소서우리가업신여김을당하나이다원

컨대저희의욕하는것으로자기의머리에돌리사노

략거리가되어이방에사로잡히게하시고 5주의앞에

서그악을덮어두지마옵시며그죄를도말하지마옵

소서저희가건축하는자앞에서주의노를격동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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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니이다' 하고 6이에우리가성을건축하여전부가

연락되고고가절반에미쳤으니이는백성이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7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사

람들과, 암몬사람들과, 아스돗사람들이예루살렘성

이중수되어그퇴락한곳이수보되어간다함을듣고

심히분하여 8다함께꾀하기를예루살렘으로가서쳐

서요란하게하자하기로 9우리가우리하나님께기도

하며저희를인하여파숫군을두어주야로방비하는데

10유다사람들은이르기를 `흙무더기가아직도많거

늘담부하는자의힘이쇠하였으니우리가성을건축

하지못하리라' 하고 11우리의대적은이르기를 `저희

가알지못하고보지못하는사이에우리가저희중에

달려들어가서살륙하여역사를그치게하리라'하고

12그대적의근처에거하는유다사람들도그각처에

서와서열번이나우리에게고하기를 '너희가우리에

게로와야하리라'하기로 13내가성뒤낮고넓은곳에

백성으로그종족을따라칼과창과활을가지고서게

하고 14내가돌아본후에일어나서귀인들과민장과

남은백성에게고하기를너희는저희를두려워말고

지극히크시고두려우신주를기억하고너희형제와

자녀와아내와집을위하여싸우라하였었느니라 15우

리의대적이자기의뜻을우리가알았다함을들으니

라하나님이저희의꾀를폐하셨으므로우리가다성

에돌아와서각각역사하였는데 16그때로부터내종

자의절반은역사하고절반은갑옷을입고창과방패

와활을가졌고민장은유다온족속의뒤에있었으며

17성을건축하는자와담부하는자는다각각한손으

로일을하며한손에는병기를잡았는데 18건축하는

자는각각칼을차고건축하며나팔부는자는내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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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었느니라 19내가귀인들과민장들과남은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역사는크고넓으므로우리가성에서나

뉘어상거가먼즉 20너희가무론어디서든지나팔소

리를듣거든그리로모여서우리에게로나아오라우리

하나님이우리를위하여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

우리가이같이역사하는데무리의절반은동틀때부터

별이나기까지창을잡았었으며 22그때에내가또백

성에게고하기를 `사람마다그종자와함께예루살렘

안에서잘지니밤에는우리를위하여파수하겠고낮에

는역사하리라' 하고 23내나내형제들이나종자들이

나나를좇아파수하는사람들이나다그옷을벗지아

니하였으며물을길으러갈때에도기계를잡았었느니

라

5때에백성이그아내와함께크게부르짖어그형제

유다사람을원망하는데 2혹은말하기를 `우리와우리

자녀가많으니곡식을얻어먹고살아야하겠다' 하고

3혹은말하기를 `우리의밭과포도원과집이라도전당

잡히고이흉년을위하여곡식을얻자' 하고 4혹은말

하기를 `우리는밭과포도원으로돈을빚내어세금을

바쳤도다 5우리육체도우리형제의육체와같고우리

자녀도저희자녀같거늘이제우리자녀를종으로파

는도다우리딸중에벌써종된자가있으나우리의밭

과포도원이이미남의것이되었으니속량할힘이없

도다' 6내가백성의부르짖음과이런말을듣고크게

노하여 7중심에계획하고귀인과민장을꾸짖어이르

기를 `너희가각기형제에게취리를하는도다'하고대

회를열고저희를쳐서 8이르기를 `우리는이방인의

손에팔린우리형제유다사람들을우리의힘을다하

여속량하였거늘너희는너희형제를팔고자하느냐?



느헤미야 970

더구나우리의손에팔리게하겠느냐?' 하매저희가잠

잠하여말이없기로 9내가또이르기를 `너희의소위

가좋지못하도다우리대적이방사람의비방을생각

하고우리하나님을경외함에행할것이아니냐? 10나

와내형제와종자들도역시돈과곡식을백성에게취

하여주나니우리가그이식받기를그치자 11그런즉

너희는오늘이라도그밭과포도원과감람원과집이며

취한바돈이나곡식이나새포도주나기름의백분지

일을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저희가말하기를 `우리

가당신의말씀대로행하여돌려보내고아무것도요

구하지아니하리이다'하기로내가제사장들을불러

저희에게그말대로행하리라는맹세를시키게하고

13내가옷자락을떨치며이르기를 `이말대로행치아

니하는자는하나님이또한이와같이그집과산업에

서떨치실지니저는곧이렇게떨쳐져빌지로다' 하매

회중이다아멘!하고여호와를찬송하고백성들이그

말한대로행하였느니라 14내가유다땅총독으로세움

을받을때곧아닥사스다왕이십년부터삼십이년까

지십이년동안은나와내형제가총독의녹을먹지아

니하였느니라 15이전총독들은백성에게토색하여양

식과포도주와또은사십세겔을취하였고그종자들

도백성을압제하였으나나는하나님을경외하므로이

같이행치아니하고 16도리어이성역사에힘을다하

며땅을사지아니하였고나의모든종자도모여서역

사를하였으며 17또내상에는유다사람들과민장들

일백오십인이있고그외에도우리사면이방인중에

서우리에게나아온자들이있었는데 18매일나를위

하여소하나와살진양여섯을준비하며닭도많이준

비하고열흘에한번씩은각종포도주를갖추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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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이같이하였을지라도내가총독의녹을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백성의부역이중함이니라 19내하나님

이여, 내가이백성을위하여행한모든일을생각하시

고내게은혜를베푸시옵소서!

6산발랏과도비야와아라비아사람게셈과그나머지

우리의대적이내가성을건축하여그퇴락한곳을남

기지아니하였다함을들었는데내가아직성문에문

짝을달지못한때라 2산발랏과게셈이내게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오노평지한촌에서서로만나

자' 하니실상은나를해코자함이라 3내가곧저희에

게사자들을보내어이르기를 `내가이제큰역사를하

니내려가지못하겠노라어찌하여역사를떠나정지하

게하고너희에게로내려가겠느냐?' 하매 4저희가네

번이나이같이내게보내되나는여전히대답하였더니

5산발랏이다섯번째는그종자의손에봉하지않은편

지를들려내게보내었는데 6그글에이르기를이방

중에도소문이있고가스무도말하기를네가유다사

람들로더불어모반하려하여성을건축한다하나니

네가그말과같이왕이되려하는도다 7또네가선지

자를세워예루살렘에서너를들어선전하기를유다에

왕이있다하게하였으니이말이왕에게들릴지라그

런즉너는이제오라함께의논하자하였기로 8내가

보내어저에게이르기를 `너의말한바이런일은없는

일이요네마음에서지어낸것이라'하였나니 9이는

저희가다우리를두렵게하고자하여말하기를 `저희

손이피곤하여역사를정지하고이루지못하리라'함

이라 `이제내손을힘있게하옵소서!' 하였노라 10이

후에므헤다벨의손자들라야의아들스마야가두문불

출하기로내가그집에가니저가이르기를저희가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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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죽이러올터이니우리가하나님의전으로가서외

소안에있고그문을닫자저희가필연밤에와서너를

죽이리라하기로 11내가이르기를 `나같은자가어찌

도망하며나같은몸이면누가외소에들어가서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들어가지않겠노라' 하고 12깨달

은즉저는하나님의보내신바가아니라도비야와산

발랏에게뇌물을받고내게이런예언을함이라 13저

희가뇌물을준까닭은나를두렵게하고이렇게함으

로범죄하게하고악한말을지어나를비방하려함이

었느니라 14내하나님이여,도비야와산발랏과여선지

노아댜와, 그남은선지자들무릇나를두렵게하고자

한자의소위를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성역사가

오십이일만에엘룰월이십오일에끝나매 16우리모

든대적과사면이방사람들이이를듣고다두려워하

여스스로낙담하였으니이는이역사를우리하나님

이이루신것을앎이니라 17그때에유다의귀인들이

여러번도비야에게편지하였고도비야의편지도저희

에게이르렀으니 18도비야는아라의아들스가냐의사

위가되었고도비야의아들여호하난도베레갸의아들

므술람의딸을취하였으므로유다에서저와동맹한자

가많음이라 19저희들이도비야의선행을내앞에말

하고또나의말도저에게전하매도비야가항상내게

편지하여나를두렵게하고자하였느니라

7성이건축되매문짝을달고문지기와노래하는자들

과레위사람들을세운후에 2내아우하나니와영문

의관원하나냐로함께예루살렘을다스리게하였는데

하나냐는위인이충성되어하나님을경외함이무리에

서뛰어난자라 3내가저희에게이르기를해가높이뜨

기전에는예루살렘성문을열지말고아직파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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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곧문을닫고빗장을지르며또예루살렘거민으로

각각반차를따라파수하되자기집맞은편을지키게

하라하였노니 4그성은광대하고거민은희소하여가

옥을오히려건축하지못하였음이니라 5내하나님이

내마음을감동하사귀인들과민장과백성을모아보

계대로계수하게하신고로내가처음으로돌아온자의

보계를얻었는데거기기록한것을보면 6옛적에바벨

론왕느부갓네살에게사로잡혀갔던자중에서놓임

을받고예루살렘과유다로돌아와각기본성에이른

자곧 7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

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등과함께나온이스라엘

백성의명수가이러하니라 8바로스자손이이천일백

칠십이명이요 9스바댜자손이삼백칠십이명이요 10

아라자손이육백오십이명이요 11바핫모압자손곧

예수아와요압자손이이천팔백십팔명이요 12엘람

자손이일천이백오십사명이요 13삿두자손이팔백

사십오명이요 14삭개자손이칠백육십명이요 15빈

누이자손이육백사십팔명이요 16브배자손이육백

이십팔명이요 17아스갓자손이이천삼백이십이명

이요 18아도니감자손이육백육십칠명이요 19비그

왜자손이이천육십칠명이요 20아딘자손이육백오

십오명이요 21아델자손곧히스기야자손이구십팔

명이요 22하숨자손이삼백이십팔명이요 23베새자

손이삼백이십사명이요 24하립자손이일백십이명

이요 25기브온사람이구십오명이요 26베들레헴과

느도바사람이일백팔십팔명이요 27아나돗사람이

일백이십팔명이요 28벧아스마웹사람이사십이명이

요 29기럇여아림과그비라와브에롯사람이칠백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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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명이요 30라마와게바사람이육백이십일명이요

31믹마스사람이일백이십이명이요 32벧엘과아이

사람이일백이십삼명이요 33기타느보사람이오십

이명이요 34기타엘람자손이일천이백오십사명이

요 35하림자손이삼백이십명이요 36여리고자손이

삼백사십오명이요 37로드와하딧과오노자손이칠

백이십일명이요 38스나아자손이삼천구백삼십명

이었느니라 39제사장들은예수아의집여다야자손이

구백칠십삼명이요 40임멜자손이일천오십이명이

요 41바수훌자손이일천이백사십칠명이요 42하림

자손이일천십칠명이였느니라 43레위사람들은호드

야자손곧예수아와갓미엘자손이칠십사명이요 44

노래하는자들은아삽자손이일백사십팔명이요 45

문지기들은살룸자손과, 아델자손과, 달문자손과, 악

굽자손과, 하디다자손과, 소배자손이모두일백삼십

팔명이었느니라 46느디님사람들은시하자손과,하수

바자손과, 답바옷자손과 47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

과,바돈자손과,르바나자손과 48하가바자손과,살매

자손과 49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50르

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51갓삼자손

과,웃사자손과,바세아자손과 52베새자손과,므우님

자손과,느비스심자손과 53박북자손과,하그바자손

과,할훌자손과 54바슬릿자손과,므히다자손과,하르

사자손과 55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

손과 56느시야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느니라 57솔

로몬의신복의자손은소대자손과, 소베렛자손과, 브

리다자손과 58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

손과 59스바댜자손과, 핫딜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몬자손이니 60모든느디님사람과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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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복의자손이삼백구십이명이었느니라 61델멜라

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올라온자

가있으나그종족과보계가이스라엘에속하였는지는

증거할수없으니 62저희는들라야자손과, 도비야자

손과,느고다자손이라도합이육백사십이명이요 63

제사장중에는호바야자손과학고스자손과바르실래

자손이니바르실래는길르앗사람바르실래의딸중에

하나로아내를삼고바르실래의이름으로이름한자라

64이사람들이보계중에서자기이름을찾아도얻지

못한고로저희를부정하게여겨제사장의직분을행치

못하게하고 65방백이저희에게명하여 `우림과둠밈

을가진제사장이일어나기전에는지성물을먹지말

라' 하였느니라 66온회중의합계가사만이천삼백육

십명이요 67그외에노비가칠천삼백삼십칠명이요,

노래하는남녀가이백사십오명이요 68말이칠백삼

십육이요, 노새가이백사십오요 69약대가사백삼십

오요, 나귀가육천칠백이십이었느니라 70어떤족장

들은역사를위하여보조하였고방백은금일천다릭

과,대접오십과,제사장의의복오백삼십벌을보물

곳간에드렸고 71또어떤족장들은금이만다릭과은

이천이백마네를역사곳간에드렸고 72그나머지백

성은금이만다릭과은이천마네와제사장의의복육

십칠벌을드렸느니라 73이와같이제사장들과레위

사람들과문지기들과노래하는자들과백성몇명과느

디님사람들과온이스라엘이다그본성에거하였느

니라

8이스라엘자손이그본성에거하였더니칠월에이르

러는모든백성이일제히수문앞광장에모여학사에

스라에게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게명하신모세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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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책을가지고오기를청하매 2칠월일일에제사장

에스라가율법책을가지고남자여자무릇알아들을

만한회중앞에이르러 3수문앞광장에서새벽부터

오정까지남자, 여자무릇알아들을만한자의앞에서

읽으매뭇백성이그율법책에귀를기울였는데 4때에

학사에스라가특별히지은나무강단에서매그우편

에선자는맛디댜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

야와, 마아세야요그좌편에선자는브다야와, 미사엘

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

이라 5학사에스라가모든백성위에서서저희목전

에책을펴니책을펼때에모든백성이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광대하신하나님여호와를송축하매모든백

성이손을들고아멘아멘응답하고몸을굽혀얼굴을

땅에대고여호와께경배하였느니라 7예수아와, 바니

와, 세레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

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

야와, 레위사람들이다그처소에섰는백성에게율법

을깨닫게하는데 8하나님의율법책을낭독하고그뜻

을해석하여백성으로그낭독하는것을다깨닫게하

매 9백성이율법의말씀을듣고다우는지라총독느

헤미야와제사장겸학사에스라와백성을가르치는레

위사람들이모든백성에게이르기를 `오늘은너희하

나님여호와의성일이니슬퍼하지말며울지말라'하

고 10느헤미야가또이르기를 `너희는가서살진것을

먹고단것을마시되예비치못한자에게는너희가나

누어주라이날은우리주의성일이니근심하지말라!

여호와를기뻐하는것이너희의힘이니라!' 하고 11레

위사람들도모든백성을정숙케하여이르기를 `오늘

은성일이니마땅히종용하고근심하지말라'하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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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백성이곧가서먹고마시며나누어주고크게즐

거워하였으니이는그읽어들린말을밝히앎이니라

13그이튿날뭇백성의족장들과제사장들과레위사람

들이율법의말씀을밝히알고자하여학사에스라의

곳에모여서 14율법책을본즉여호와께서모세로명하

시기를이스라엘자손은칠월절기에초막에거할지니

라하였고 15또일렀으되모든성읍과예루살렘에공

포하여이르기를 `너희는산에가서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가지와화석류나무가지와종려나무가지

와기타무성한나무가지를취하여기록한바를따라

초막을지으라하라' 하였는지라 16백성이이에나가

서나무가지를취하여혹은지붕위에,혹은뜰안에,

혹은하나님의전뜰에, 혹은수문광장에, 혹은에브라

임문광장에초막을짓되 17사로잡혔다가돌아온회

무리가다초막을짓고그안에거하니눈의아들여호

수아때로부터그날까지이스라엘자손이이같이행

함이없었으므로이에크게즐거워하며 18에스라는첫

날부터끝날까지날마다하나님의율법책을낭독하고

무리가칠일동안절기를지키고제팔일에규례를따

라성회를열었느니라

9그달이십사일에이스라엘자손이다모여금식하

며굵은베를입고티끌을무릅쓰며 2모든이방사람

과절교하고서서자기의죄와열조의허물을자복하

고 3이날에낮사분지일은그처소에서서그하나님

여호와의율법책을낭독하며그하나님여호와께경배

하는데 4레위사람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

냐와, 분니와, 세레뱌와, 바니와, 그나니는대에올라서

서큰소리로그하나님여호와께부르짖고 5또레위

사람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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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이르기를너희무

리는마땅히일어나영원부터영원까지계신너희하

나님여호와를송축할지어다!주여,주의영화로운이

름을송축하올것은주의이름이존귀하여모든송축

이나찬양에서뛰어남이니이다 6오직주는여호와시

라! 하늘과하늘들의하늘과일월성신과땅과땅위의

만물과바다와그가운데모든것을지으시고다보존

하시오니모든천군이주께경배하나이다! 7주는하나

님여호와시라! 옛적에아브람을택하시고갈대아우

르에서인도하여내시고아브라함이라는이름을주시

고 8그마음이주앞에서충성됨을보시고더불어언

약을세우사가나안족속과,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부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의땅을

그씨에게주리라하시더니그말씀대로이루셨사오니

주는의로우심이로소이다 9주께서우리열조가애굽

에서고난받는것을감찰하시며홍해에서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이적과기사를베푸사바로와그모든신

하와그나라온백성을치셨사오니이는저희가우리

의열조에게교만히행함을아셨음이라오늘날과같이

명예를얻으셨나이다 11주께서또우리열조앞에서

바다를갈라지게하시사저희로바다가운데를육지

같이통과하게하시고쫓아오는자를돌을큰물에던

짐같이깊은물에던지시고 12낮에는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밤에는불기둥으로그행할길을비취셨

사오며 13또시내산에강림하시고하늘에서부터저희

와말씀하사정직한규례와진정한율법과선한율례

와계명을저희에게주시고 14거룩한안식일을저희에

게알리시며주의종모세로계명과율례와율법을저

희에게명하시고 15저희의주림을인하여하늘에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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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주시며저희의목마름을인하여반석에서물을

내시고또주께서옛적에손을들어맹세하시고주마

하신땅을들어가서차지하라명하셨사오나 16저희와

우리열조가교만히하고목을굳게하여주의명령을

듣지아니하고 17거역하며주께서저희가운데행하신

기사를생각지아니하고목을굳게하며패역하여스스

로한두목을세우고종되었던땅으로돌아가고자하

였사오나오직주는사유하시는하나님이시라은혜로

우시며긍휼히여기시며더디노하시며인자가풍부하

시므로저희를버리지아니하셨나이다 18또저희가송

아지를부어만들고이르기를이는곧너희를인도하

여애굽에서나오게하신하나님이라하여크게설만

하게하였사오나 19주께서는연하여긍휼을베푸사저

희를광야에버리지아니하시고낮에는구름기둥으로

길을인도하시며밤에는불기둥으로그행할길을비

취사떠나게아니하셨사오며 20또주의선한신을주

사저희를가르치시며주의만나로저희입에끊어지

지않게하시고저희의목마름을인하여물을주시사

21사십년동안을들에서기르시되결핍함이없게하시

므로그옷이해어지지아니하였고발이부릍지아니

하였사오며 22또나라들과족속들을저희에게각각나

누어주시매저희가시혼의땅곧헤스본왕의땅과바

산왕옥의땅을차지하였나이다 23주께서그자손을

하늘의별같이많게하시고전에그열조에게명하사

들어가서차지하라고하신땅으로인도하여이르게하

셨으므로 24그자손이들어가서땅을차지하되주께서

그땅가나안거민으로저희앞에복종케하실때에가

나안사람과그왕들과본토여러족속을저희손에붙

여임의로행하게하시매 25저희가견고한성들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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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진땅을취하고모든아름다운물건을채운집과파

서만든우물과포도원과감람원과허다한과목을차

지하여배불리먹어살지고주의큰복을즐겼사오나

26저희가오히려순종치아니하고주를거역하며주의

율법을등뒤에두고주께로돌아오기를권면하는선

지자들을죽여크게설만하게행하였나이다 27그러므

로주께서그대적의손에붙이사곤고를당하게하시

매저희가환난을당하여주께부르짖을때에주께서

하늘에서들으시고크게긍휼을발하사구원자들을주

어대적의손에서구원하셨거늘 28저희가평강을얻은

후에다시주앞에서악을행하므로주께서그대적의

손에버려두사대적에게제어를받게하시다가저희

가돌이켜서주께부르짖으매주께서하늘에서들으시

고여러번긍휼을발하사건져내시고 29다시주의율

법을복종하게하시려고경계하셨으나저희가교만히

행하여사람이준행하면그가운데서삶을얻는주의

계명을듣지아니하며주의규례를범하여고집하는

어깨를내어밀며목을굳게하여듣지아니하였나이다

30그러나주께서여러해동안용서하시고또선지자

로말미암아주의신으로저희를경계하시되저희가

듣지아니하므로열방사람의손에붙이시고도 31주의

긍휼이크시므로저희를아주멸하지아니하시며버리

지도아니하셨사오니주는은혜로우시고긍휼히여기

시는하나님이심이니이다 32우리하나님이여,광대하

시고능하시고두려우시며언약과인자를지키시는하

나님이여,우리와우리열왕과방백들과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열조와주의모든백성이앗수르열왕의

때로부터오늘날까지당한바환난을이제작게여기시

지마옵소서 33그러나우리의당한모든일에주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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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우시니우리는악을행하였사오나주는진실히행

하셨음이니이다 34우리열왕과방백들과제사장들과

열조가주의율법을지키지아니하며주의명령과주

의경계하신말씀을순종치아니하고 35저희가그나

라와주의베푸신큰복과자기앞에주신넓고기름진

땅을누리면서도주를섬기지아니하며악행을그치지

아니한고로 36우리가오늘날종이되었삽는데곧주께

서우리열조에게주사그실과를먹고그아름다운소

산을누리게하신땅에서종이되었나이다 37우리의

죄로인하여주께서우리위에세우신이방열왕이이

땅의많은소산을얻고저희가우리의몸과육축을임

의로관할하오니우리의곤난이심하오며 38우리가이

모든일을인하여이제견고한언약을세워기록하고

우리의방백들과레위사람들과제사장들이다인을

치나이다하였느니라

10그인친자는하가랴의아들방백느헤미야와, 시

드기야 2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4핫두스, 스바냐, 말룩, 5하림, 므레못, 오바댜

, 6다니엘,긴느돈, 바룩, 7므술람,아비야,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니이는다제사장이요 9또레

위사람곧아사냐의아들예수아헤나닷의자손중빈

누이갓미엘과 10그형제스바냐,호디야,그리다,블라

야, 하난 11미가, 르홉, 하사뱌, 12삭굴, 세레뱌, 스바냐

, 13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14또백성의두목들곧바

로스,바핫모압,엘람, 삿두, 바니, 15분니,아스갓,베

배, 16아도니야,비그왜, 아딘, 17아델,히스기야, 앗술,

18호디야, 하숨, 베새, 19하립, 아나돗, 노배, 20막비아

스,므술람, 헤실, 21므세사벨,사독, 얏두아, 22블라댜,

하난, 아나야, 23호세아, 하나냐, 핫숩, 24할르헤스,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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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소벡, 25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26아히야, 하난,

아난, 27말룩, 하림, 바아나이었느니라 28그남은백성

과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사람들과, 및이방사람과절교하고하

나님의율법을준행하는모든자와그아내와그자녀

들무릇지식과총명이있는자가 29다그형제귀인들

을좇아저주로맹세하기를우리가하나님의종모세

로주신하나님의율법을좇아우리주여호와의모든

계명과규례와율례를지켜 30우리딸은이땅백성에

게주지아니하고우리아들을위하여저희딸을데려

오지아니하며 31혹시이땅백성이안식일에물화나

식물을가져다가팔려할지라도우리가안식일이나성

일에는사지않겠고제칠년마다땅을쉬게하고모든

빚을탕감하리라하였고 32우리가또스스로규례를

정하기를해마다각기세겔의삼분일을수납하여하

나님의전을위하여쓰게하되 33곧진설병과항상드

리는소제와항상드리는번제와안식일과초하루와

정한절기에쓸것과성물과이스라엘을위하는속죄

제와우리하나님의전의모든일을위하여쓰게하였

고 34또우리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과백성들이제

비뽑아각기종족대로해마다정한기한에나무를우

리하나님의전에드려서율법에기록한대로우리하

나님여호와의단에사르게하였고 35해마다우리토

지소산의맏물과각종과목의첫열매를여호와의전

에드리기로하였고 36또우리의맏아들들과생축의

처음난것과우양의처음난것을율법에기록된대로

우리하나님의전으로가져다가우리하나님의전에서

섬기는제사장들에게주고 37또처음익은밀의가루

와거제물과각종과목의열매와새포도주와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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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들에게로가져다가우리하나님의전골방에두

고또우리물산의십일조를레위사람들에게주리라

하였나니이레위사람들은우리의모든성읍에서물

산의십일조를받는자임이며 38레위사람들이십일조

를받을때에는아론의자손제사장하나가함께있을

것이요레위사람들은그십일조의십분일을가져다

가우리하나님의전골방곧곳간에두되 39곧이스라

엘자손과레위자손이거제로드린바곡식과새포도

주와기름을가져다가성소의기명을두는골방곧섬

기는제사장들과및문지기들과노래하는자들이있는

골방에둘것이라그리하여우리가우리하나님의전

을버리지아니하리라

11백성의두목들은예루살렘에머물렀고그남은백

성은제비뽑아십분의일은거룩한성예루살렘에와

서거하게하고그구분은다른성읍에거하게하였으

며 2무릇예루살렘에거하기를자원하는자는백성들

이위하여복을빌었느니라 3이스라엘과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느디님사람들과솔로몬의신복의자손

은유다여러성읍에서각각그본성본기업에거하였

고예루살렘에거한그도의두목들은이러하니 4예루

살렘에거한자는유다자손과베냐민자손몇명이라

유다자손중에는베레스자손아다야니저는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손자요, 아마랴의증손이요, 스바

댜의현손이요, 마할랄렐의오대손이며 5또마아세야

니저는바룩의아들이요, 골호세의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아다야의현손이요,요야립의오대손이요,

스가랴의육대손이요, 실로사람의칠대손이라 6예루

살렘에거한베레스자손의도합이사백육십팔명이

니다용사이었느니라 7베냐민자손은살루니저는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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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람의아들이요, 요엣의손자요, 브다야의증손이요,

골라야의현손이요, 마아세야의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칠대손이며 8그다음은갑배와,

살래등이니도합이구백이십팔명이라 9시그리의아

들요엘이그감독이되었고핫스누아의아들유다는

버금이되어성읍을다스렸느니라 10제사장중에는요

야립의아들여다야와, 야긴이며 11또하나님의전을

맡은자스라야니저는힐기야의아들이요,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증손이요, 므라욧의현손이요, 아히둡

의오대손이며 12또전에서일하는그형제니도합이

팔백이십이명이요또아다야니저는여로함의아들

이요, 블라야의손자요, 암시의증손이요, 스가랴의현

손이요,바스훌의오대손이요,말기야의육대손이며

13또그형제의족장된자니도합이이백사십이명이

요또아맛새니저는아사렐의아들이요, 아흐새의손

자요,므실레못의증손이요,임멜의현손이며 14또그

형제의큰용사니도합이일백이십팔명이라하그돌

림의아들삽디엘이그감독이되었느니라 15레위사

람중에는스마야니저는핫숩의아들이요,아스리감

의손자요,하사뱌의증손이요,분니의현손이며 16또

레위사람의족장삽브대와,요사밧이니저희는하나

님의전바깥일을맡았고 17또아삽의증손삽디의손

자미가의아들맛다냐니저는기도할때에감사하는

말씀을인도하는어른이되었고형제중에박부갸가

버금이되었으며또여두둔의증손갈랄의손자삼무

아의아들압다니 18거룩한성에레위사람의도합이

이백팔십사명이었느니라 19성문지기는악굽과, 달

몬과그형제니도합이일백칠십이명이며 20그나머

지이스라엘백성과제사장과레위사람은유다모든



느헤미야 985

성읍에흩어져각각자기기업에거하였고 21느디님

사람은오벨에거하니시하와, 기스바가그두목이되

었느니라 22노래하는자아삽자손곧미가의현손맛

다냐의증손하사뱌의손자바니의아들웃시는예루

살렘에거하는레위사람의감독이되어하나님의전

일을맡아다스렸으니 23이는왕의명대로노래하는

자에게날마다양식을정하여주는것이있음이며 24

유다의아들세라의자손곧므세사벨의아들브다히

야는왕의수하에서백성의일을다스렸느니라 25향리

와들로말하면유다자손의더러는기럇아바와그촌

과디본과그촌과여갑스엘과그동네에거하며 26또

예수아와,몰라다와,벧벨렛과 27하살수알과,브엘세

바와, 그촌에거하며 28또시글락과, 므고나와, 그촌

에거하며 29또에느림몬과,소라와, 야르뭇에거하며

30또사노아와,아둘람과,그동네와,라기스와,그들

과, 아세가와, 그촌에거하였으니저희는브엘세바에

서부터힌놈의골짜기까지장막을쳤으며 31또베냐민

자손은게바에서부터믹마스와, 아야와, 벧엘과, 그촌

에거하며 32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33하솔과, 라마

와, 깃다임과 34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35로드와,

오노와, 공장골짜기에거하였으며 36유다에있던레

위사람의어떤반열은베냐민과합하였느니라

12스알디엘의아들스룹바벨과및예수아를좇아돌

아온제사장과레위사람은이러하니라제사장은스라

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2아마랴와, 말룩과, 핫두

스와 3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4잇도와, 긴느도이

와, 아비야와 5미야민과, 마아댜와, 빌가와 6스마야와

, 요야립과, 여다야와 7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

야니이상은예수아때에제사장과그형제의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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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느니라 8레위사람은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뱌와,유다와,맛다냐니이맛다냐는그형제와

함께찬송하는일을맡았고 9또그형제박부갸와, 운

노는직무를따라저의맞은편에있으며 10예수아는

요야김을낳았고, 요야김은엘리아십을낳았고엘리아

십은요야다를낳았고 11요야다는요나단을낳았고,

요나단은얏두아를낳았느니라 12요야김때에제사장

의족장된자는스라야족속에는므라야요,예레미야

족속에는하나냐요 13에스라족속에는므술람이요,아

마랴족속에는여호하난이요 14말루기족속에는요나

단이요, 스바냐족속에는요셉이요 15하림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욧족속에는헬개요 16잇도족속에는

스가랴요,긴느돈족속에는므술람이요 17아비야족속

에는시그리요,미냐민곧모아댜족속에는빌대요 18

빌가족속에는삼무아요, 스마야족속에는여호나단이

요 19요야립족속에는맛드내요, 여다야족속에는웃

시요 20살래족속에는갈래요, 아목족속에는에벨이

요 21힐기야족속에는하사뱌요, 여다야족속에는느

다넬이었느니라 22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때에레위사람의족장이모두책에기록되었

고바사왕다리오때에제사장도책에기록되었고 23

레위자손의족장들은엘리아십의아들요하난때까지

역대지략에기록되었으며 24레위사람의어른은하사

뱌와, 세레뱌와, 갓미엘의아들예수아라저희가그형

제의맞은편에있어하나님의사람다윗의명한대로

반차를따라주를찬양하며감사하고 25맛다냐와, 박

부갸와, 오바댜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다문지기

로서반차대로문안의곳간을파수하였나니 26이상

모든사람은요사닥의손자예수아의아들요야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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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백느헤미야와제사장겸서기관에스라때에있었

느니라 27예루살렘성곽이낙성되니각처에서레위사

람들을찾아예루살렘으로데려다가감사하며노래하

며제금치며비파와수금을타며즐거이봉헌식을행

하려하매 28이에노래하는자들이예루살렘사방들

과느도바사람의동네에서모여오고 29또벧길갈과

게바와아스마웹들에서모여왔으니이노래하는자

들은자기를위하여예루살렘사방에동네를세웠음이

라 30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이몸을정결케하고또

백성과성문과성을정결케하니라 31이에내가유다

의방백들로성위에오르게하고또감사찬송하는자

의큰무리를두떼로나누어성위로항렬을지어가게

하는데한떼는우편으로분문을향하여가게하니 32

따르는자는호세야와유다방백의절반이요 33또아

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34유다와, 베냐민과, 스마

야와, 예레미야며 35또제사장의자손몇이나팔을잡

았으니요나단의아들스마야의손자맛다냐의증손,

미가야의현손삭굴의오대손,아삽의육대손스가랴

와 36그형제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느다넬과,유다와,하나니라다하나님의사

람다윗의악기를잡았고학사에스라가앞서서 37샘

문으로말미암아전진하여성으로올라가는곳에이

르러다윗성의층계로올라가서다윗의궁윗길에서

동향하여수문에이르렀고 38감사찬송하는다른떼는

저희를마주진행하는데내가백성의절반으로더불어

그뒤를따라성위로행하여풀무망대윗길로성넓

은곳에이르고 39에브라임문위로말미암아옛문과,

어문과, 하나넬망대와, 함메아망대를지나양문에이

르러감옥문에그치매 40이에감사찬송하는두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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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민장의절반은하나님의전에섰고 41제사장엘

리아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

와, 스가랴와, 하나냐는다나팔을잡았고 42또마아세

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

야와, 엘람과, 에셀이함께있으며노래하는자는크게

찬송하였는데그감독은예스라히야라 43이날에무리

가크게제사를드리고심히즐거워하였으니이는하

나님이크게즐거워하게하셨음이라부녀와어린아이

도즐거워하였으므로예루살렘의즐거워하는소리가

멀리들렸느니라 44그날에사람을세워곳간을맡기

고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에게돌릴것곧율법에정

한대로거제물과처음익은것과십일조를모든성읍

밭에서거두어이곳간을쌓게하였노니이는유다사

람이섬기는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을인하여즐거워

함을인함이라 45저희는하나님을섬기는일과결례의

일을힘썼으며노래하는자들과문지기들도그러하여

모두다윗과그아들솔로몬의명을좇아행하였으니

46옛적다윗과아삽의때에는노래하는자의두목이

있어서하나님께찬송하는노래와감사하는노래를하

였음이며 47스룹바벨과느헤미야때에는온이스라엘

이노래하는자들과문지기들에게날마다쓸것을주

되그구별한것을레위사람들에게주고레위사람들

은그것을또구별하여아론자손에게주었느니라

13그날에모세의책을낭독하여기록하기를암몬사

람과모압사람은영영히하나님의회에들어오지못

하리니 2이는저희가양식과물로이스라엘자손을영

접지아니하고도리어발람에게뇌물을주어저주하게

하였음이라그러나우리하나님이그저주를돌이켜

복이되게하였는지라 3백성이이율법을듣고곧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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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무리를이스라엘가운데서몰수히분리케하였느니

라 4이전에우리하나님의전골방을맡은제사장엘

리아십이도비야와연락이있었으므로 5도비야를위

하여한큰방을갖추었으니그방은원래소제물과유

향과또기명과레위사람들과노래하는자들과문지

기들에게십일조로주는곡물과새포도주와기름과

또제사장들에게주는거제물을두는곳이라 6그때에

는내가예루살렘에있지아니하였었느니라바벨론왕

아닥사스다삼십이년에내가왕에게나아갔다가며칠

후에왕에게말미를청하고 7예루살렘에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도비야를위하여하나님의전뜰에방을갖

춘악한일을안지라 8내가심히근심하여도비야의

세간을그방밖으로다내어던지고 9명하여그방을

정결케하고하나님의전의기명과소제물과유향을

다시그리로들여놓았느니라 10내가또알아본즉레

위사람들의받을것을주지아니하였으므로그직무

를행하는레위사람들과노래하는자들이각각그전

리로도망하였기로 11내가모든민장을꾸짖어이르기

를 `하나님의전이어찌하여버린바되었느냐?' 하고

곧레위사람을불러모아다시그처소에세웠더니 12

이에온유다가곡식과새포도주와기름의십일조를

가져다가곳간에들이므로 13내가제사장셀레먀와,

서기관사독과, 레위사람브다야로고지기를삼고맛

다냐의손자삭굴의아들하난으로버금을삼았나니

이는저희가충직한자로인정됨이라그직분은형제

들에게분배하는일이였느니라 14내하나님이여, 이

일을인하여나를기억하옵소서!내하나님의전과그

모든직무를위하여나의행한선한일을도말하지마

옵소서 15그때에내가본즉유다에게어떤사람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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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일에술틀을밟고곡식단을나귀에실어운반하며

포도주와포도와무화과와여러가지짐을지고안식

일에예루살렘에들어와서식물을팔기로그날에내가

경계하였고 16또두로사람이예루살렘에거하며물고

기와각양물건을가져다가안식일에유다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팔기로 17내가유다모든귀인을꾸짖

어이르기를 `너희가어찌이악을행하여안식일을범

하느냐? 18너희열조가이같이행하지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우리하나님이이모든재앙으로우리와이

성읍에내리신것이아니냐?이제너희가오히려안식

일을범하여진노가이스라엘에게임함이더욱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안식일전예루살렘성문이어두워

갈때에내가명하여 `성문을닫고안식일이지나기전

에는열지말라' 하고내종자두어사람을성문마다세

워서안식일에아무짐도들어오지못하게하매 20장

사들과각양물건파는자들이한두번예루살렘성밖

에서자므로 21내가경계하여이르기를 `너희가어찌

하여성밑에서자느냐?다시이같이하면내가잡으리

라' 하였더니그후부터는안식일에저희가다시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내가또레위사람들을명하여 `몸

을정결케하고와서성문을지켜서안식일로거룩하

게하라' 하였느니라나의하나님이여, 나를위하여이

일도기억하옵시고주의큰은혜대로나를아끼시옵소

서! 23그때에내가또본즉유다사람이아스돗과암몬

과모압여인을취하여아내를삼았는데 24그자녀가

아스돗방언을절반쯤은하여도유다방언은못하니

그하는말이각족속의방언이므로 25내가책망하고

저주하며두어사람을때리고그머리털을뽑고이르

되 `너희는너희딸들로저희아들들에게주지말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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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아들들이나너희를위하여저희딸을데려오지않

겠다고하나님을가리켜맹세하라' 하고 26또이르기

를 `옛적에이스라엘왕솔로몬이이일로범죄하지아

니하였느냐?저는열국중에비길왕이없이하나님의

사랑을입은자라하나님이저로왕을삼아온이스라

엘을다스리게하셨으나이방여인이저로범죄케하

였나니 27너희가이방여인을취하여크게악을행하

여우리하나님께범죄하는것을우리가어찌용납하

겠느냐 28대제사장엘리아십의손자요야다의아들하

나가호론사람산발랏의사위가되었으므로내가쫓

아내어나를떠나게하였느니라' 29내하나님이여,저

희가제사장의직분을더럽히고제사장의직분과레위

사람에대한언약을어기었사오니저희를기억하옵소

서 30이와같이저희로이방사람을떠나게하여깨끗

하게하고또제사장과레위사람의반열을세워각각

그일을맡게하고 31또정한기한에나무와처음익은

것을드리게하였사오니내하나님이여,나를기억하

사복을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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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1이일은아하수에로왕때에된것이니아하수에로

는인도로구스까지일백이십칠도를치리하는왕이

라 2당시에아하수에로왕이수산궁에서즉위하고 3

위에있은지삼년에그모든방백과신복을위하여잔

치를베푸니바사와메대의장수와각도의귀족과방

백들이다왕앞에있는지라 4왕이여러날곧일백팔

십일동안에그영화로운나라의부함과위엄의혁혁

함을나타내니라 5이날이다하매왕이또도성수산

대소인민을위하여왕궁후원뜰에서칠일동안잔치

를베풀새 6백색, 녹색, 청색휘장을자색가는베줄로

대리석기둥은고리에매고금과은으로만든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깐땅에진설하고 7금잔

으로마시게하니잔의식양이각기다르고왕의풍부

한대로어주가한이없으며 8마시는것도규모가있어

사람으로억지로하지않게하니이는왕이모든궁내

관리에게명하여각사람으로마음대로하게함이더라

9왕후와스디도아하수에로왕궁에서부녀들을위하

여잔치를베푸니라 10제칠일에왕이주흥이일어나

서어전내시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일곱사람을명하여 11왕

후와스디를청하여왕후의면류관을정제하고왕의

앞으로나아오게하여그아리따움을뭇백성과방백

들에게보이게하라하니이는왕후의용모가보기에

좋음이라 12그러나왕후와스디가내시의전하는왕명

을좇아오기를싫어하니왕이진노하여중심이불붙

는듯하더라 13왕이사례를아는박사들에게묻되 (왕

이규례와법률을아는자에게묻는전례가있는데 14

때에왕에게가까이하여왕의기색을살피며나라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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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앉은자는바사와메대의일곱방백곧가르스

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

나와, 므무간이라) 15왕후와스디가내시의전하는아

하수에로왕명을좇지아니하니규례대로하면어떻게

처치할꼬 16므무간이왕과방백앞에서대답하여가로

되 `왕후와스디가왕에게만잘못할뿐아니라아하수

에로왕의각도방백과뭇백성에게도잘못하였나이

다 17아하수에로왕이명하여왕후와스디를청하여도

오지아니하였다하는왕후의행위의소문이모든부

녀에게전파되면저희도그남편을멸시할것인즉 18

오늘이라도바사와메대의귀부인들이왕후의행위를

듣고왕의모든방백에게그렇게말하리니멸시와분

노가많이일어나리이다 19왕이만일선히여기실진대

와스디로다시는왕앞에오지못하게하는조서를내

리되바사와메대의법률중에기록하여변역함이없

게하고그왕후의위를저보다나은사람에게주소서

20왕의조서가이광대한전국에반포되면귀천을무

론하고모든부녀가그남편을존경하리이다' 21왕과

방백들이그말을선히여긴지라왕이므무간의말대

로행하여 22각도각백성의문자와방언대로모든도

에조서를내려이르기를남편으로그집을주관하게

하고자기민족의방언대로말하게하라하였더라

2그후에아하수에로왕의노가그치매와스디와그의

행한일과그에대하여내린조서를생각하거늘 2왕의

시신이아뢰되 `왕은왕을위하여아리따운처녀들을

구하게하시되 3전국각도에관리를명령하여아리따

운처녀를다도성수산으로모아후궁으로들여궁녀

를주관하는내시헤개의손에붙여그몸을정결케하

는물품을주게하시고 4왕의눈에아름다운처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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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스디를대신하여왕후를삼으소서' 왕이그말을선

히여겨그대로행하니라 5도성수산에한유다인이

있으니이름은모르드개라저는베냐민자손이니기스

의증손이요,시므이의손자요,야일의아들이라 6전

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예루살렘에서유다왕여

고냐와백성을사로잡아갈때에모르드개도함께사

로잡혔더라 7저의삼촌의딸하닷사곧에스더는부모

가없고용모가곱고아리따운처녀라그부모가죽은

후에모르드개가자기딸같이양육하더라 8왕의조명

이반포되매처녀들이도성수산에많이모여헤개의

수하에나아갈때에에스더도왕궁으로이끌려가서

궁녀를주관하는헤개의수하에속하니 9헤개가이처

녀를기뻐하여은혜를베풀어몸을정결케할물품과

일용품을곧주며또왕궁에서의례히주는일곱궁녀

를주고에스더와그궁녀들을후궁아름다운처소로

옮기더라 10에스더가자기의민족과종족을고하지아

니하니이는모르드개가명하여고하지말라하였음이

라 11모르드개가날마다후궁뜰앞으로왕래하며에

스더의안부와어떻게될것을알고자하더라 12처녀

마다차례대로아하수에로왕에게나아가기전에여자

에대하여정한규례대로열두달동안을행하되여섯

달은몰약기름을쓰고여섯달은향품과여자에게쓰

는다른물품을써서몸을정결케하는기한을마치며

13처녀가왕에게나아갈때에는그구하는것을다주

어후궁에서왕궁으로가지고가게하고 14저녁이면

갔다가아침에는둘째후궁으로돌아와서비빈을주관

하는내시사아스가스의수하에속하고왕이저를기

뻐하여그이름을부르지아니하면다시왕에게나아

가지못하더라 15모르드개의삼촌아비하일의딸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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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드개가자기의딸같이양육하는에스더가차례대

로왕에게나아갈때에궁녀를주관하는내시헤개의

정한것외에는다른것을구하지아니하였으나모든

보는자에게굄을얻더라 16아하수에로왕의칠년시월

곧데벳월에에스더가이끌려왕궁에들어가서왕의

앞에나아가니 17왕이모든여자보다에스더를더욱

사랑하므로저가모든처녀보다왕의앞에더욱은총

을얻은지라왕이그머리에면류관을씌우고와스디

를대신하여왕후를삼은후에 18왕이크게잔치를베

푸니이는에스더를위한잔치라모든방백과신복을

향응하고또각도의세금을면제하고왕의풍부함을

따라크게상주니라 19처녀들을다시모을때에는모

르드개가대궐문에앉았더라 20에스더가모르드개의

명한대로그종족과민족을고하지아니하니저가모

르드개의명을양육받을때와같이좇음이더라 21모르

드개가대궐문에앉았을때에문지킨왕의내시빅단

과데레스두사람이아하수에로왕을원한하여모살하

려하거늘 22모르드개가알고왕후에스더에게고하니

에스더가모르드개의이름으로왕에게고한지라 23사

실하여실정을얻었으므로두사람을나무에달고그

일을왕의앞에서궁중일기에기록하니라

3그후에아하수에로왕이아각사람함므다다의아들

하만의지위를높이올려모든함께있는대신위에두

니 2대궐문에있는왕의모든신복이다왕의명대로

하만에게꿇어절하되모르드개는꿇지도아니하고절

하지도아니하니 3대궐문에있는왕의신복이모르드

개에게이르되 `너는어찌하여왕의명령을거역하느

냐?' 하고 4날마다권하되모르드개가듣지아니하고

자기는유다인임을고하였더니저희가모르드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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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찌되나보고자하여하만에게고하였더라 5하만

이모르드개가꿇지도아니하고절하지도아니함을보

고심히노하더니 6저희가모르드개의민족을하만에

게고한고로하만이 `모르드개만죽이는것이경하다'

하고아하수에로의온나라에있는유다인곧모르드

개의민족을다멸하고자하더라 7아하수에로왕십이

년정월곧니산월에무리가하만앞에서날과달에대

하여부르곧제비를뽑아십이월곧아달월을얻은지

라 8하만이아하수에로왕에게아뢰되 `한민족이왕

의나라각도백성중에흩어져거하는데그법률이만

민보다달라서왕의법률을지키지아니하오니용납하

는것이왕에게무익하나이다 9왕이옳게여기시거든

조서를내려저희를진멸하소서내가은일만달란트

를왕의일을맡은자의손에붙여왕의부고에드리리

이다' 10왕이반지를손에서빼어유다인의대적곧아

각사람함므다다의아들하만에게주며 11이르되 `그

은을네게주고그백성도그리하노니너는소견에좋

을대로행하라'하더라 12정월십삼일에왕의서기관

이소집되어하만의명을따라왕의대신과각도방백

과각민족의관원에게아하수에로왕의이름으로조

서를쓰되곧각도의문자와각민족의방언대로쓰고

왕의반지로인치니라 13이에그조서를역졸에게부

쳐왕의각도에보내니십이월곧아달월십삼일하루

동안에모든유다인을노소나어린아이나부녀를무

론하고죽이고도륙하고진멸하고또그재산을탈취

하라하였고 14이명령을각도에전하기위하여조서

의초본을모든민족에게선포하여그날을위하여준

비하게하라하였더라 15역졸이왕의명을받들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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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가매그조서가도성수산에도반포되니왕은하

만과함께앉아마시되수산성은어지럽더라

4모르드개가이모든일을알고그옷을찢고굵은베

를입으며재를무릅쓰고성중에나가서대성통곡하

며 2대궐문앞까지이르렀으니굵은베를입은자는

대궐문에들어가지못함이라 3왕의조명이각도에

이르매유다인이크게애통하여금식하며곡읍하며부

르짖고굵은베를입고재에누운자가무수하더라 4

에스더의시녀와내시가나아와고하니왕후가심히

근심하여입을의복을모르드개에게보내어그굵은

베를벗기고자하나모르드개가받지아니하는지라 5

에스더가왕의명으로자기에게근시하는내시하닥을

불러명하여 `모르드개에게가서이것이무슨일이며

무슨연고인가알아보라' 하매 6하닥이대궐문앞성

중광장에있는모르드개에게이르니 7모르드개가자

기의당한모든일과하만이유다인을멸하려고왕의

부고에바치기로한은의정확한수효를하닥에게말

하고 8또유다인을진멸하라고수산궁에서내린조서

초본을하닥에게주어에스더에게뵈어알게하고또

저에게부탁하여왕에게나아가서그앞에서자기의

민족을위하여간절히구하라하니 9하닥이돌아와모

르드개의말을에스더에게고하매 10에스더가하닥에

게이르되너는모르드개에게고하기를 11 '왕의신복

과왕의각도백성이다알거니와무론남녀하고부름

을받지아니하고안뜰에들어가서왕에게나아가면

오직죽이는법이요왕이그자에게금홀을내어밀어

야살것이라이제내가부름을입어왕에게나아가지

못한지가이미삼십일이라' 하라 12그가에스더의말

로모르드개에게고하매 13모르드개가그를시켜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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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게회답하되 `너는왕궁에있으니모든유다인중

에홀로면하리라생각지말라 14이때에네가만일잠

잠하여말이없으면유다인은다른데로말미암아놓

임과구원을얻으려니와너와네아비집은멸망하리

라네가왕후의위를얻은것이이때를위함이아닌지

누가아느냐?'

5제삼일에에스더가왕후의예복을입고왕궁안뜰

곧어전맞은편에서니왕이어전에서전문을대하여

보좌에앉았다가 2왕후에스더가뜰에선것을본즉

심히사랑스러우므로손에잡았던금홀을그에게내어

미니에스더가가까이가서금홀끝을만진지라 3왕이

이르되 `왕후에스더여! 그대의소원이무엇이며요구

가무엇이뇨?나라의절반이라도그대에게주겠노라'

4에스더가가로되 `오늘내가왕을위하여잔치를베

풀었사오니왕이선히여기시거든하만과함께임하소

서' 5왕이가로되 `에스더의말한대로하도록하만을

급히부르라' 하고이에왕이하만과함께에스더의베

푼잔치에나아가니라 6잔치의술을마실때에왕이

에스더에게이르되 `그대의소청이무엇이뇨? 곧허락

하겠노라그대의요구가무엇이뇨? 나라의절반이라

할지라도시행하겠노라' 7에스더가대답하여가로되

`나의소청,나의요구가이러하니이다 8내가만일왕

의목전에서은혜를입었고왕이내소청을허락하시

며내요구를시행하시기를선히여기시거든내가왕

과하만을위하여베푸는잔치에또나아오소서내일

은왕의말씀대로하리이다' 9이날에하만이마음이

기뻐즐거이나오더니모르드개가대궐문에있어일

어나지도아니하고몸을움직이지도아니하는것을보

고심히노하나 10참고집에돌아와서사람을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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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구들과그아내세레스를청하여 11자기의부성

한영광과자녀가많은것과왕이자기를들어왕의모

든방백이나신복들보다높인것을다말하고 12또가

로되 `왕후에스더가그베푼잔치에왕과함께오기를

허락받은자는나밖에없었고내일도왕과함께청함

을받았느니라 13그러나유다사람모르드개가대궐

문에앉은것을보는동안에는이모든일이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그아내세레스와모든친구가이르되

`오십규빗이나높은나무를세우고내일왕에게모르

드개를그나무에달기를구하고왕과함께즐거이잔

치에나아가소서' 하만이그말을선히여기고명하여

나무를세우니라

6이밤에왕이잠이오지아니하므로명하여역대일

기를가져다가자기앞에서읽히더니 2그속에기록하

기를문지킨왕의두내시빅다나와, 데레스가아하수

에로왕을모살하려하는것을모르드개가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왕이가로되 `이일을인하여무슨존귀

와관작을모르드개에게베풀었느냐?' 시신이대답하

되 `아무것도베풀지아니하였나이다' 4왕이가로되

`누가뜰에있느냐?' 마침하만이자기가세운나무에

모르드개달기를왕께구하고자하여왕궁바깥뜰에

이른지라 5시신이고하되 `하만이뜰에섰나이다'왕

이가로되 `들어오게하라'하니 6하만이들어오거늘

왕이묻되 `왕이존귀케하기를기뻐하는사람에게어

떻게하여야하겠느뇨' 하만이심중에이르되 '왕이존

귀케하기를기뻐하시는자는나외에누구리요'하고 7

왕께아뢰되 `왕께서사람을존귀케하시려면 8왕의

입으시는왕복과왕의타시는말과머리에쓰시는왕

관을취하고 9그왕복과말을왕의방백중가장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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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손에붙여서왕이존귀케하시기를기뻐하시

는사람에게옷을입히고말을태워서성중거리로다

니며그앞에서반포하여이르기를왕이존귀케하기

를기뻐하시는사람에게는이같이할것이라하게하

소서' 10이에왕이하만에게이르되 `너는네말대로

속히왕복과말을취하여대궐문에앉은유다사람모

르드개에게행하되무릇네가말한것에서조금도빠

짐이없이하라' 11하만이왕복과말을취하여모르드

개에게옷을입히고말을태워성중거리로다니며그

앞에서반포하되 `왕이존귀케하시기를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이같이할것이라' 하니라 12모르드개는

다시대궐문으로돌아오고하만은번뇌하여머리를

싸고급히집으로돌아와서 13자기의당한모든일을

그아내세레스와모든친구에게고하매그중지혜로

운자와그아내세레스가가로되 `모르드개가과연유

다족속이면당신이그앞에서굴욕을당하기시작하

였으니능히저를이기지못하고분명히그앞에엎드

러지리이다' 14아직말이그치지아니하여서왕의내

시들이이르러하만을데리고에스더의베푼잔치에

빨리나아가니라

7왕이하만과함께또왕후에스더의잔치에나아가

니라 2왕이이둘째날잔치에술을마실때에다시에

스더에게물어가로되왕후에스더여! 그대의소청이

무엇이뇨? 곧허락하겠노라그대의요구가무엇이뇨?

곧나라의절반이라할지라도시행하겠노라 3왕후에

스더가대답하여가로되 `왕이여! 내가만일왕의목전

에서은혜를입었으며왕이선히여기시거든내소청

대로내생명을내게주시고내요구대로내민족을내

게주소서 4나와내민족이팔려서죽임과도륙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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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멸함을당하게되었나이다만일우리가노비로팔렸

더면내가잠잠하였으리이다그래도대적이왕의손해

를보충하지못하였으리이다' 5아하수에로왕이왕후

에스더에게일러가로되 `감히이런일을심중에품은

자가누구며그가어디있느뇨' 6에스더가가로되 `대

적과원수는이악한하만이니이다!' 하니하만이왕과

왕후앞에서두려워하거늘 7왕이노하여일어나서잔

치자리를떠나왕궁후원으로들어가니라하만이일

어서서왕후에스더에게생명을구하니이는왕이자

기에게화를내리기로결심한줄앎이더라 8왕이후원

으로부터잔치자리에돌아오니하만이에스더의앉은

걸상위에엎드렸거늘왕이가로되 `저가궁중내앞에

서왕후를강간까지하고자하는가' 이말이왕의입에

서나오매무리가하만의얼굴을싸더라 9왕을모신

내시중에하르보나가왕에게아뢰되 `왕을위하여충

성된말로고발한모르드개를달고자하여하만이고

가오십규빗되는나무를준비하였는데이제그나무

가하만의집에섰나이다' 왕이가로되 '하만을그나무

에달라'하매 10모르드개를달고자한나무에하만을

다니왕의노가그치니라

8당일에아하수에로왕이유다인의대적하만의집을

왕후에스더에게주니라에스더가모르드개는자기에

게어떻게관계됨을왕께고한고로모르드개가왕의

앞에나아오니 2왕이하만에게거둔반지를빼어모르

드개에게준지라에스더가모르드개로하만의집을주

관하게하니라 3에스더가다시왕의앞에서말씀하며

왕의발아래엎드려아각사람하만이유다인을해하

려한악한꾀를제하기를울며구하니 4왕이에스더

를향하여금홀을내어미는지라에스더가일어나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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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서 5가로되 `왕이만일즐겨하시며내가왕의

목전에은혜를입었고또왕이이일을선히여기시며

나를기쁘게보실진대조서를내리사아각사람함므

다다의아들하만이왕의각도에있는유다인을멸하

려고꾀하고쓴조서를취소하소서 6내가어찌내민

족의화당함을참아보며내친척의멸망함을참아보

리이까?' 7아하수에로왕이왕후에스더와유다인모

르드개에게이르되 `하만이유다인을살해하려하므로

나무에달렸고내가그집으로에스더에게주었으니 8

너희는왕의명의로유다인에게조서를뜻대로쓰고

왕의반지로인을칠지어다왕의이름을쓰고왕의반

지로인친조서는누구든지취소할수없음이니라' 9

그때시완월곧삼월이십삼일에왕의서기관이소집

되고무릇모르드개의시키는대로조서를써서인도

로부터구스까지의일백이십칠도유다인과대신과

방백과관원에게전할새각도의문자와각민족의방

언과유다인의문자와방언대로쓰되 10아하수에로왕

의명의로쓰고왕의반지로인을치고그조서를역졸

들에게부쳐전하게하니저희는왕궁에서길러서왕

의일에쓰는준마를타는자들이라 11조서에는왕이

여러고을에있는유다인에게허락하여저희로함께

모여스스로생명을보호하여각도의백성중세력을

가지고저희를치려하는자와그처자를죽이고도륙

하고진멸하고그재산을탈취하게하되 12아하수에로

왕의각도에서아달월곧십이월십삼일하루동안에

하게하였고 13이조서초본을각도에전하고각민족

에게반포하고유다인으로예비하였다가그날에대적

에게원수를갚게한지라 14왕의명이심히급하매역

졸이왕의일에쓰는준마를타고빨리나가고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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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성수산에도반포되니라 15모르드개가푸르고흰

조복을입고큰금면류관을쓰고자색가는베겉옷을

입고왕의앞에서나오니수산성이즐거이부르며기

뻐하고 16유다인에게는영광과즐거움과기쁨과존귀

함이있는지라 17왕의조명이이르는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즐기고기뻐하여잔치를베풀고그날로경

절을삼으니본토백성이유다인을두려워하여유다인

되는자가많더라

9아달월곧십이월십삼일은왕의조명을행하게된

날이라유다인의대적이저희를제어하기를바랐더니

유다인이도리어자기를미워하는자를제어하게된

그날에 2유다인들이아하수에로왕의각도,각읍에

모여자기를해하고자하는자를죽이려하니모든민

족이저희를두려워하여능히막을자가없고 3각도

모든관원과대신과방백과왕의사무를보는자들이

모르드개를두려워하므로다유다인을도우니 4모르

드개가왕궁에서존귀하여점점창대하매이사람모

르드개의명성이각도에퍼지더라 5유다인이칼로그

모든대적을쳐서도륙하고진멸하고자기를미워하는

자에게마음대로행하고 6유다인이또도성수산에서

오백인을죽이고멸하고 7또바산다다와,달본과,아

스바다와 8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9바마

스다와,아리새와,아리대와,왜사다 10곧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대적하만의열아들을죽였으나그

재산에는손을대지아니하였더라 11그날에도성수

산에서도륙한자의수효를왕께고하니 12왕이왕후

에스더에게이르되 `유다인이도성수산에서이미오

백인을죽이고멸하고또하만의열아들을죽였으니

왕의다른도에서는어떠하였겠느뇨이제그대의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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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엇이뇨곧허락하겠노라그대의요구가무엇이뇨

또한시행하겠노라' 13에스더가가로되 `왕이만일선

히여기시거든수산에거하는유다인으로내일도오늘

날조서대로행하게하시고하만의열아들의시체를

나무에달게하소서' 14왕이그대로행하기를허락하

고조서를내리니하만의열아들의시체가달리니라

15아달월십사일에도수산에있는유다인이모여또

삼백인을수산에서도륙하되그재산에는손을대지

아니하였고 16왕의각도에있는다른유다인들이모

여스스로생명을보호하여대적들에게서벗어나며자

기를미워하는자칠만오천인을도륙하되그재산에

는손을대지아니하였더라 17아달월십삼일에그일

을행하였고십사일에쉬며그날에잔치를베풀어즐

겼고 18수산에거한유다인은십삼일과십사일에모

였고십오일에쉬며이날에잔치를베풀어즐긴지라

19그러므로촌촌의유다인곧성이없는고을고을에

거하는자들이아달월십사일로경절을삼아잔치를

베풀고즐기며서로예물을주더라 20모르드개가이

일을기록하고아하수에로왕의각도에있는모든유

다인에게무론원근하고글을보내어이르기를 21 `한

규례를세워해마다아달월십사일과십오일을지키

라 22이달이날에유다인이대적에게서벗어나서평

안함을얻어슬픔이변하여기쁨이되고애통이변하

여길한날이되었으니이두날을지켜잔치를베풀고

즐기며서로예물을주며가난한자를구제하라' 하매

23유다인이자기들의이미시작한대로또는모르드개

의보낸글대로계속하여행하였으니 24곧아각사람

함므다다의아들모든유다인의대적하만이유다인을

진멸하기를꾀하고부르곧제비를뽑아저희를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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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멸하려하였으나 25에스더가왕의앞에나아감을

인하여왕이조서를내려하만이유다인을해하려던

악한꾀를그머리에돌려보내어하만과그여러아들

을나무에달게하였으므로 26무리가부르의이름을

좇아이두날을부림이라하고유다인이이글의모든

말과이일에보고당한것을인하여 27뜻을정하고자

기와자손과자기와화합한자들이해마다그기록한

정기에이두날을연하여지켜폐하지아니하기로작

정하고 28각도, 각읍, 각집에서대대로이두날을기

념하여지키되이부림일을유다인중에서폐하지않

게하고그자손중에서도기념함이폐하지않게하였

더라 29아비하일의딸왕후에스더와유다인모르드개

가전권으로글을쓰고부림에대한이둘째편지를굳

이지키게하되 30화평하고진실한말로편지를써서

아하수에로의나라일백이십칠도에있는유다모든

사람에게보내어 31정한기한에이부림일을지키게

하였으니이는유다인모르드개와왕후에스더의명한

바와유다인이금식하며부르짖은것을인하여자기와

자기자손을위하여정한바가있음이더라 32에스더의

명령이이부림에대한일을견고히하였고그일이책

에기록되었더라

10아하수에로왕이그본토와바다섬들로공을바치

게하였더라 2왕의능력의모든행적과모르드개를높

여존귀케한사적이메대와바사열왕의일기에기록

되지아니하였느냐 3유다인모르드개가아하수에로

왕의다음이되고유다인중에존대하여그허다한형

제에게굄을받고그백성의이익을도모하며그모든

종족을안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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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우스땅에욥이라이름하는사람이있었는데그사

람은순전하고정직하여하나님을경외하며악에서떠

난자더라 2그소생은남자가일곱이요여자가셋이며

3그소유물은양이칠천이요약대가삼천이요소가오

백겨리요암나귀가오백이며종도많이있었으니이

사람은동방사람중에가장큰자라 4그아들들이자

기생일이면각각자기의집에서잔치를베풀고그누

이셋도청하여함께먹고마시므로 5그잔치날이지

나면욥이그들을불러다가성결케하되아침에일어

나서그들의명수대로번제를드렸으니이는욥이말

하기를혹시내아들들이죄를범하여마음으로하나

님을배반하였을까함이라욥의행사가항상이러하였

더라 6하루는하나님의아들들이와서여호와앞에섰

고사단도그들가운데왔는지라 7여호와께서사단에

게이르시되네가어디서왔느냐사단이여호와께대

답하여가로되땅에두루돌아여기저기다녀왔나이

다 8여호와께서사단에게이르시되네가내종욥을

유의하여보았느냐그와같이순전하고정직하여하나

님을경외하며악에서떠난자가세상에없느니라 9사

단이여호와께대답하여가로되욥이어찌까닭없이

하나님을경외하리이까 10주께서그와그집과그모

든소유물을산울로두르심이아니니이까주께서그

손으로하는바를복되게하사그소유물로땅에널리

게하셨음이니이다 11이제주의손을펴서그의모든

소유물을치소서그리하시면정녕대면하여주를욕하

리이다 12여호와께서사단에게이르시되내가그의소

유물을다네손에붙이노라오직그의몸에는네손을

대지말지니라사단이곧여호와앞에서물러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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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하루는욥의자녀들이그맏형의집에서식물을먹

으며포도주를마실때에 14사자가욥에게와서고하

되소는밭을갈고나귀는그곁에서풀을먹는데 15스

바사람이갑자기이르러그것들을빼앗고칼로종을

죽였나이다나만홀로피한고로주인께고하러왔나이

다 16그가아직말할때에또한사람이와서고하되하

나님의불이하늘에서내려와서양과종을살라버렸나

이다나만홀로피한고로주인께고하러왔나이다 17

그가아직말할때에또한사람이와서고하되갈대아

사람이세떼를지어갑자기약대에게달려들어그것

을빼앗으며칼로종을죽였나이다나만홀로피한고

로주인께고하러왔나이다 18그가아직말할때에또

한사람이와서고하되주인의자녀들이그맏형의집

에서식물을먹으며포도주를마시더니 19거친들에서

대풍이와서집네모퉁이를치매그소년들위에무너

지므로그들이죽었나이다나만홀로피한고로주인께

고하러왔나이다한지라 20욥이일어나겉옷을찢고

머리털을밀고땅에엎드려경배하며 21가로되내가

모태에서적신이나왔사온즉또한적신이그리로돌아

가올지라주신자도여호와시요취하신자도여호와시

오니여호와의이름이찬송을받으실지니이다하고 22

이모든일에욥이범죄하지아니하고하나님을향하

여어리석게원망하지아니하니라

2또하루는하나님의아들들이와서여호와앞에서

고사단도그들가운데와서여호와앞에서니 2여호

와께서사단에게이르시되네가어디서왔느냐사단이

여호와께대답하여가로되땅에두루돌아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여호와께서사단에게이르시되네가

내종욥을유의하여보았느냐그와같이순전하고정



욥기 1008

직하여하나님을경외하며악에서떠난자가세상에

없느니라네가나를격동하여까닭없이그를치게하

였어도그가오히려자기의순전을굳게지켰느니라 4

사단이여호와께대답하여가로되가죽으로가죽을바

꾸오니사람이그모든소유물로자기의생명을바꾸

올지라 5이제주의손을펴서그의뼈와살을치소서

그리하시면정녕대면하여주를욕하리이다 6여호와

께서사단에게이르시되내가그를네손에붙이노라

오직그의생명은해하지말지니라 7사단이이에여호

와앞에서물러가서욥을쳐서그발바닥에서정수리

까지악창이나게한지라 8욥이재가운데앉아서기

와조각을가져다가몸을긁고있더니 9그아내가그

에게이르되당신이그래도자기의순전을굳게지키

느뇨하나님을욕하고죽으라 10그가이르되그대의

말이어리석은여자중하나의말같도다우리가하나

님께복을받았은즉재앙도받지아니하겠느뇨하고

이모든일에욥이입술로범죄치아니하니라 11때에

욥의친구세사람이그에게이모든재앙이임하였다

함을듣고각각자기처소에서부터이르렀으니곧데

만사람엘리바스와수아사람빌닷과나아마사람소

발이라그들이욥을조문하고위로하려하여상약하고

오더니 12눈을들어멀리보매그욥인줄알기어렵게

되었으므로그들이일제히소리질러울며각각자기의

겉옷을찢고하늘을향하여티끌을날려자기머리에

뿌리고 13칠일칠야를그와함께땅에앉았으나욥의

곤고함이심함을보는고로그에게한말도하는자가

없었더라

3그후에욥이입을열어자기의생일을저주하니라 2

욥이말을내어가로되 3나의난날이멸망하였었더라



욥기 1009

면, 남아를배었다하던그밤도그러하였었더라면, 4

그날이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위에서돌아보지

마셨더라면,빛도그날을비취지말았었더라면, 5유

암과사망의그늘이그날을자기것이라주장하였었

더라면, 구름이그위에덮였었더라면, 낮을캄캄하게

하는것이그날을두렵게하였었더라면 6그밤이심한

어두움에잡혔었더라면, 해의날수가운데기쁨이되

지말았었더라면,달의수에들지말았었더라면, 7그

밤이적막하였었더라면,그가운데서즐거운소리가

일어나지말았었더라면, 8날을저주하는자곧큰악

어를격동시키기에익숙한자가그밤을저주하였었더

라면, 9그밤에새벽별들이어두웠었더라면,그밤이

광명을바랄지라도얻지못하며동틈을보지못하였었

더라면좋았을것을, 10이는내모태의문을닫지아니

하였고내눈으로환난을보지않도록하지아니하였

음이로구나 11어찌하여내가태에서죽어나오지아니

하였었던가어찌하여내어미가낳을때에내가숨지

지아니하였던가 12어찌하여무릎이나를받았던가어

찌하여유방이나로빨게하였던가 13그렇지아니하였

던들이제는내가평안히누워서자고쉬었을것이니

14자기를위하여거친터를수축한세상임금들과의

사들과함께있었을것이요 15혹시금을가지며은으

로집에채운목백들과함께있었을것이며 16또부지

중에낙태한아이같아서세상에있지않았겠고빛을

보지못한아이들같았었을것이라 17거기서는악한자

가소요를그치며거기서는곤비한자가평강을얻으

며 18거기서는갇힌자가다함께평안히있어감독자

의소리를듣지아니하며 19거기서는작은자나큰자

나일반으로있고종이상전에게서놓이느니라 20어찌



욥기 1010

하여곤고한자에게빛을주셨으며마음이번뇌한자

에게생명을주셨는고 21이러한자는죽기를바라도

오지아니하니그것을구하기를땅을파고숨긴보배

를찾음보다더하다가 22무덤을찾아얻으면심히기

뻐하고즐거워하나니 23하나님에게둘러싸여길이아

득한사람에게어찌하여빛을주셨는고 24나는먹기

전에탄식이나며나의앓는소리는물이쏟아지는것

같구나 25나의두려워하는그것이내게임하고나의

무서워하는그것이내몸에미쳤구나 26평강도없고안

온도없고안식도없고고난만임하였구나

4데만사람엘리바스가대답하여가로되 2누가네게

말하면네가염증이나겠느냐날지라도누가참고말

하지아니하겠느냐 3전에네가여러사람을교훈하였

고손이늘어진자면강하게하였고 4넘어져가는자

를말로붙들어주었고무릎이약한자를강하게하였

거늘 5이제이일이네게임하매네가답답하여하고

이일이네게당하매네가놀라는구나 6네의뢰가경

외함에있지아니하냐네소망이네행위를완전히함

에있지아니하냐 7생각하여보라죄없이망한자가

누구인가정직한자의끊어짐이어디있는가 8내가보

건대악을밭갈고독을뿌리는자는그대로거두나니 9

다하나님의입기운에멸망하고그콧김에사라지느니

라 10사자의우는소리와사나운사자의목소리가그

치고젊은사자의이가부러지며 11늙은사자는움킨

것이없어죽고암사자의새끼는흩어지느니라 12무슨

말씀이내게가만히임하고그가는소리가내귀에들

렸었나니 13곧사람이깊이잠들때쯤하여서니라내

가그밤의이상으로하여생각이번거로울때에 14두

려움과떨림이내게이르러서모든골절이흔들렸었느



욥기 1011

니라 15그때에영이내앞으로지나매내몸에털이주

뼛하였었느니라 16그영이서는데그형상을분변치는

못하여도오직한형상이내눈앞에있었느니라그때

내가종용한중에목소리를들으니이르기를 17인생이

어찌하나님보다의롭겠느냐사람이어찌그창조하신

이보다성결하겠느냐 18하나님은그종이라도오히려

믿지아니하시며그사자라도미련하다하시나니 19하

물며흙집에살며티끌로터를삼고하루살이에게라

도눌려죽을자이겠느냐 20조석사이에멸한바되며

영원히망하되생각하는자가없으리라 21장막줄을

그들에게서뽑지아니하겠느냐그들이죽나니지혜가

없느니라

5부르짖어보아라네게응답할자가있겠느냐거룩한

자중에네가누구에게로향하겠느냐 2분노가미련한

자를죽이고시기가어리석은자를멸하느니라 3내가

미련한자의뿌리박는것을보고그집을당장에저주

하였노라 4그자식들은평안한데서멀리떠나고성문

에서눌리나구하는자가없으며 5그추수한것은주

린자가먹되가시나무가운데있는것도빼앗으며올

무가그의재산을향하여입을벌리느니라 6재앙은티

끌에서일어나는것이아니요고난은흙에서나는것

이아니라 7인생은고난을위하여났나니불티가위로

날음같으니라 8나같으면하나님께구하고내일을하

나님께의탁하리라 9하나님은크고측량할수없는일

을행하시며기이한일을셀수없이행하시나니 10비

를땅에내리시고물을밭에보내시며 11낮은자를높

이드시고슬퍼하는자를흥기시켜안전한곳에있게

하시느니라 12하나님은궤휼한자의계교를파하사그

손으로하는일을이루지못하게하시며 13간교한자



욥기 1012

로자기궤휼에빠지게하시며사특한자의계교를패

하게하시므로 14그들은낮에도캄캄함을만나고대낮

에도더듬기를밤과같이하느니라 15하나님은곤비한

자를그들의입의칼에서, 강한자의손에서면하게하

시나니 16그러므로가난한자가소망이있고불의가

스스로입을막느니라 17볼지어다하나님께징계받는

자에게는복이있나니그런즉너는전능자의경책을

업신여기지말지니라 18하나님은아프게하시다가싸

매시며상하게하시다가그손으로고치시나니 19여섯

가지환난에서너를구원하시며일곱가지환난이라도

그재앙이네게미치지않게하시며 20기근때에죽음

에서, 전쟁때에칼권세에서너를구속하실터인즉 21

네가혀의채찍을피하여숨을수가있고멸망이올때

에도두려워아니할것이라 22네가멸망과기근을비

웃으며들짐승을두려워아니할것은 23밭에돌이너

와언약을맺겠고들짐승이너와화친할것임이라 24

네가네장막의평안함을알고네우리를살펴도잃은

것이없을것이며 25네자손이많아지며네후예가땅

에풀같을줄을네가알것이라 26네가장수하다가무

덤에이르리니곡식단이그기한에운반되어올리움

같으리라 27볼지어다우리의연구한바가이같으니너

는듣고네게유익된줄알지니라

6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나의분한을달아보며나의

모든재앙을저울에둘수있으면 3바다모래보다도

무거울것이라그럼으로하여나의말이경솔하였구

나 4전능자의살이내몸에박히매나의영이그독을

마셨나니하나님의두려움이나를엄습하여치는구나

5들나귀가풀이있으면어찌울겠으며소가꼴이있으

면어찌울겠느냐 6싱거운것이소금없이먹히겠느냐



욥기 1013

닭의알흰자위가맛이있겠느냐 7이런것을만지기도

내마음이싫어하나니못된식물같이여김이니라 8

하나님이나의구하는것을얻게하시며나의사모하

는것주시기를내가원하나니 9이는곧나를멸하시

기를기뻐하사그손을들어나를끊으실것이라 10그

러할지라도내가오히려위로를받고무정한고통가

운데서도기뻐할것은내가거룩하신이의말씀을거

역지아니하였음이니라 11내가무슨기력이있관대기

다리겠느냐내마지막이어떠하겠관대오히려참겠느

냐 12나의기력이어찌돌의기력이겠느냐나의살이

어찌놋쇠겠느냐 13나의도움이내속에없지아니하

냐나의지혜가내게서쫓겨나지아니하였느냐 14피곤

한자곧전능자경외하는일을폐한자를그벗이불쌍

히여길것이어늘 15나의형제는내게성실치아니함

이시냇물의마름같고개울의잦음같구나 16얼음이

녹으면물이검어지며눈이그속에감취었을지라도

17따뜻하면마르고더우면그자리에서아주없어지나

니 18떼를지은객들이시냇가로다니다가돌이켜광

야로가서죽고 19데마의떼들이그것을바라보고스

바의행인들도그것을사모하다가 20거기와서는바라

던것을부끄리고낙심하느니라 21너희도허망한자라

너희가두려운일을본즉겁내는구나 22내가언제너

희에게나를공급하라하더냐언제나를위하여너희

재물로예물을달라더냐 23내가언제말하기를대적의

손에서나를구원하라하더냐포악한자의손에서나를

구속하라하더냐 24내게가르쳐서나의허물된것을

깨닫게하라내가잠잠하리라 25옳은말은어찌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너희의책망은무엇을책망함이뇨

26너희가말을책망하려느냐소망이끊어진자의말은



욥기 1014

바람같으니라 27너희는고아를제비뽑으며너희벗

을매매할자로구나 28이제너희가나를향하여보기

를원하노라내가너희를대면하여결코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9너희는돌이켜불의한것이없게하기를

원하노라너희는돌이키라내일이의로우니라 30내

혀에어찌불의한것이있으랴내미각이어찌궤휼을

분변치못하랴

7세상에있는인생에게전쟁이있지아니하냐그날

이품군의날과같지아니하냐 2종은저물기를심히

기다리고품군은그삯을바라나니 3이와같이내가

여러달째곤고를받으니수고로운밤이내게작정되

었구나 4내가누울때면말하기를언제나일어날꼬언

제나밤이갈꼬하며새벽까지이리뒤척저리뒤척하

는구나 5내살에는구더기와흙조각이의복처럼입혔

고내가죽은합창되었다가터지는구나 6나의날은

베틀의북보다빠르니소망없이보내는구나 7내생명

이한호흡같음을생각하옵소서나의눈이다시복된

것을보지못하리이다 8나를본자의눈이다시는나

를보지못할것이고주의눈이나를향하실지라도내

가있지아니하리이다 9구름이사라져없어짐같이

음부로내려가는자는다시올라오지못할것이오니

(Sheol h7585) 10그는다시자기집으로돌아가지못하겠

고자기처소도다시그를알지못하리이다 11그런즉

내가내입을금하지아니하고내마음의아픔을인하

여말하며내영혼의괴로움을인하여원망하리이다

12내가바다니이까용이니이까주께서어찌하여나를

지키시나이까 13혹시내가말하기를내자리가나를

위로하고내침상이내수심을풀리라할때에 14주께

서꿈으로나를놀래시고이상으로나를두렵게하시



욥기 1015

나이다 15이러므로내마음에숨이막히기를원하오니

뼈보다도죽는것이나으니이다 16내가생명을싫어하

고항상살기를원치아니하오니나를놓으소서내날

은헛것이니이다 17사람이무엇이관대주께서크게여

기사그에게마음을두시고 18아침마다권징하시며분

초마다시험하시나이까 19주께서내게서눈을돌이키

지아니하시며나의침삼킬동안도나를놓지아니하

시기를어느때까지하시리이까 20사람을감찰하시는

자여내가범죄하였은들주께무슨해가되오리이까

어찌하여나로과녁을삼으셔서스스로무거운짐이

되게하셨나이까 21주께서어찌하여내허물을사하여

주지아니하시며내죄악을제하여버리지아니하시

나이까내가이제흙에누우리니주께서나를부지런

히찾으실지라도내가있지아니하리이다

8수아사람빌닷이대답하여가로되 2네가어느때까

지이런말을하겠으며어느때까지네입의말이광풍

과같겠는가 3하나님이어찌심판을굽게하시겠으며

전능하신이가어찌공의를굽게하시겠는가 4네자녀

들이주께득죄하였으므로주께서그들을그죄에붙

이셨나니 5네가만일하나님을부지런히구하며전능

하신이에게빌고 6또청결하고정직하면정녕너를

돌아보시고네의로운집으로형통하게하실것이라 7

네시작은미약하였으나네나중은심히창대하리라 8

청컨대너는옛시대사람에게물으며열조의터득한

일을배울지어다 9 (우리는어제부터있었을뿐이라지

식이망매하니세상에있는날이그림자와같으니라)

10그들이네게가르쳐이르지아니하겠느냐그마음에

서나는말을발하지아니하겠느냐 11왕골이진펄이

아니고나겠으며갈대가물없이자라겠느냐 12이런



욥기 1016

것은푸르러도아직벨때되기전에다른풀보다일찌

기마르느니라 13하나님을잊어버리는자의길은다

이와같고사곡한자의소망은없어지리니 14그믿는

것이끊어지고그의지하는것이거미줄같은즉 15그

집을의지할지라도집이서지못하고굳게잡아도집

이보존되지못하리라 16식물이일광을받고푸르러

서그가지가동산에벋어가며 17그뿌리가돌무더기

에서리어서돌가운데로들어갔을지라도 18그곳에

서뽑히면그자리도모르는체하고이르기를내가너

를보지못하였다하리니 19그길의희락은이와같고

그후에다른것이흙에서나리라 20하나님은순전한

사람을버리지아니하시고악한자를붙들어주지아

니하신즉 21웃음으로네입에, 즐거운소리로네입술

에채우시리니 22너를미워하는자는부끄러움을입을

것이라악인의장막은없어지리라

9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내가진실로그일이그런

줄을알거니와인생이어찌하나님앞에의로우랴 3사

람이하나님과쟁변하려할지라도천마디에한마디

도대답하지못하리라 4하나님은마음이지혜로우시

고힘이강하시니스스로강퍅히하여그를거역하고

형통한자가누구이랴 5그가진노하심으로산을무너

뜨리시며옮기실지라도산이깨닫지못하며 6그가땅

을움직여그자리에서미신즉그기둥이흔들리며 7

그가해를명하여뜨지못하게하시며별들을봉하시

며 8그가홀로하늘을펴시며바다물결을밟으시며 9

북두성과삼성과묘성과남방의밀실을만드셨으며 10

측량할수없는큰일을,셀수없는기이한일을행하

시느니라 11그가내앞으로지나시나내가보지못하

며그가내앞에서나아가시나내가깨닫지못하느니



욥기 1017

라 12하나님이빼앗으시면누가막을수있으며무엇

을하시나이까누가물을수있으랴 13하나님이진노

를돌이키지아니하시나니라합을돕는자들이그아

래굴복하겠거든 14하물며내가감히대답하겠으며무

슨말을택하여더불어변론하랴 15가령내가의로울

지라도감히대답하지못하고나를심판하실그에게

간구하였을뿐이며 16가령내가그를부르므로그가

내게대답하셨을지라도내음성을들으셨다고는내가

믿지아니하리라 17그가폭풍으로나를꺾으시고까닭

없이내상처를많게하시며 18나로숨을쉬지못하게

하시며괴로움으로내게채우시는구나 19힘으로말하

면그가강하시고심판으로말하면누가그를호출하

겠느냐 20가령내가의로울지라도내입이나를정죄

하리니가령내가순전할지라도나의패괴함을증거하

리라 21나는순전하다마는내가나를돌아보지아니하

고내생명을천히여기는구나 22일이다일반이라그

러므로나는말하기를하나님이순전한자나악한자

나멸망시키신다하나니 23홀연히재앙이내려도륙될

때에무죄한자의고난을그가비웃으시리라 24세상이

악인의손에붙이웠고재판관의얼굴도가리워졌나니

그렇게되게한이가그가아니시면누구이뇨 25나의

날이체부보다빠르니달려가므로복을볼수없구나

26그지나가는것이빠른배같고움킬것에날아내리

는독수리와도같구나 27가령내가말하기를내원통

함을잊고얼굴빛을고쳐즐거운모양을하자할지라

도 28오히려내모든고통을두려워하오니주께서나

를무죄히여기지않으실줄을아나이다 29내가정죄

하심을입을진대어찌헛되이수고하리이까 30내가눈

녹은물로몸을씻고잿물로손을깨끗이할지라도 31



욥기 1018

주께서나를개천에빠지게하시리니내옷이라도나

를싫어하리이다 32하나님은나처럼사람이아니신즉

내가그에게대답함도불가하고대질하여재판할수도

없고 33양척사이에손을얹을판결자도없구나 34주

께서그막대기를내게서떠나게하시고그위엄으로

나를두렵게하지아니하시기를원하노라 35그리하시

면내가두려움없이말하리라나는본래그런자가아

니니라

10내영혼이살기에곤비하니내원통함을발설하고

내마음의괴로운대로말하리라 2내가하나님께아뢰

오리니나를정죄하지마옵시고무슨연고로나로더

불어쟁변하시는지나로알게하옵소서 3주께서주의

손으로지으신것을학대하시며멸시하시고악인의꾀

에빛을비취시기를선히여기시나이까 4주의눈이육

신의눈이니이까주께서사람의보는것처럼보시리이

까 5주의날이어찌인생의날과같으며주의해가어

찌인생의날과같기로 6나의허물을찾으시며나의

죄를사실하시나이까 7주께서는내가악하지않은줄

을아시나이다주의손에서나를벗어나게할자도없

나이다 8주의손으로나를만드사백체를이루셨거늘

이제나를멸하시나이다 9기억하옵소서주께서내몸

지으시기를흙을뭉치듯하셨거늘다시나를티끌로

돌려보내려하시나이까 10주께서나를젖과같이쏟

으셨으며엉긴것처럼엉기게하지아니하셨나이까 11

가죽과살로내게입히시며뼈와힘줄로나를뭉치시

고 12생명과은혜를내게주시고권고하심으로내영

을지키셨나이다 13그러한데주께서이것들을마음에

품으셨나이다이뜻이주께있은줄을내가아나이다

14내가범죄하면주께서나를죄인으로인정하시고내



욥기 1019

죄악을사유치아니하시나이다 15내가악하면화가

있을것이오며내가의로울지라도머리를들지못하올

것은내속에부끄러움이가득하고내환난을목도함

이니이다 16내가머리를높이들면주께서사자처럼

나를사냥하시며내게주의기이한능력을다시나타

내시나이다 17주께서자주자주증거하는자를갈마들

여나를치시며나를향하여진노를더하시니군대가

갈마들어치는것같으니이다 18주께서나를태에서

나오게하셨음은어찜이니이까그렇지아니하였더면,

내가기운이끊어져아무눈에도보이지아니하였을

것이라 19있어도없던것같이되어서태에서바로무

덤으로옮겼으리이다 20내날은적지아니하니이까그

런즉그치시고나를버려두사저으기평안하게하옵시

되 21내가돌아오지못할땅곧어둡고죽음의그늘진

땅으로가기전에그리하옵소서 22이땅은어두워서

흑암같고죽음의그늘이져서아무구별이없고광명

도흑암같으니이다

11나아마사람소발이대답하여가로되 2말이많으

니어찌대답이없으랴입이부푼사람이어찌의롭다

함을얻겠느냐 3네자랑하는말이어떻게사람으로잠

잠하게하겠으며네가비웃으면어찌너를부끄럽게

할사람이없겠느냐 4네말이내도는정결하고나는

주의목전에깨끗하다하는구나 5하나님은말씀을내

시며너를향하여입을여시고 6지혜의오묘로네게

보이시기를원하노니이는그의지식이광대하심이라

너는알라하나님의벌하심이네죄보다경하니라 7네

가하나님의오묘를어찌능히측량하며전능자를어

찌능히온전히알겠느냐 8하늘보다높으시니네가어

찌하겠으며음부보다깊으시니네가어찌알겠느냐



욥기 1020

(Sheol h7585) 9그도량은땅보다크고바다보다넓으니라

10하나님이두루다니시며사람을잡아가두시고개정

하시면누가능히막을소냐 11하나님은허망한사람을

아시나니악한일은상관치않으시는듯하나다보시

느니라 12허망한사람은지각이없나니그출생함이

들나귀새끼같으니라 13만일네가마음을바로정하

고주를향하여손을들때에 14네손에죄악이있거든

멀리버리라불의로네장막에거하지못하게하라 15

그리하면네가정녕흠없는얼굴을들게되고굳게서

서두려움이없으리니 16곧네환난을잊을것이라네

가추억할지라도물이흘러감같을것이며 17네생명

의날이대낮보다밝으리니어두움이있다할지라도

아침과같이될것이요 18네가소망이있으므로든든

할지며두루살펴보고안전히쉬리니 19네가누워도

두렵게할자가없겠고많은사람이네게첨을드리리

라 20그러나악한자는눈이어두워서도망할곳을찾

지못하리니그의소망은기운이끊침이리라

12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너희만참으로사람이로

구나너희가죽으면지혜도죽겠구나 3나도너희같이

총명이있어너희만못하지아니하니그같은일을누

가알지못하겠느냐 4하나님께불러아뢰어들으심을

입은내가이웃에게웃음받는자가되었으니의롭고

순전한자가조롱거리가되었구나 5평안한자의마음

은재앙을멸시하나재앙이실족하는자를기다리는구

나 6강도의장막은형통하고하나님을진노케하는자

가평안하니하나님이그손에후히주심이니라 7이제

모든짐승에게물어보라그것들이네게가르치리라

공중의새에게물어보라그것들이또한네게고하리

라 8땅에게말하라네게가르치리라바다의고기도네



욥기 1021

게설명하리라 9이것들중에어느것이여호와의손이

이를행하신줄을알지못하랴 10생물들의혼과인생

들의영이다그의손에있느니라 11입이식물의맛을

변별함같이귀가말을분변하지아니하느냐 12늙은

자에게는지혜가있고장수하는자에게는명철이있느

니라 13지혜와권능이하나님께있고모략과명철도

그에게속하였나니 14그가헐으신즉다시세울수없

고사람을가두신즉놓이지못하느니라 15그가물을

그치게하신즉곧마르고물을내신즉곧땅을뒤집나

니 16능력과지혜가그에게있고속은자와속이는자

가다그에게속하였으므로 17모사를벌거벗겨끌어가

시며재판장으로어리석은자가되게하시며 18열왕의

맨것을풀어그들의허리를동이시며 19제사장들을

벌거벗겨끌어가시고권력이있는자를넘어뜨리시며

20충성된자의말을없이하시며늙은자의지식을빼

앗으시며 21방백들에게멸시를쏟으시며강한자의띠

를푸시며 22어두운가운데서은밀한것을드러내시며

죽음의그늘을광명한데로나오게하시며 23만국을

커지게도하시고다시멸하기도하시며열국으로광대

하게도하시고다시사로잡히게도하시며 24만민의두

목들의총명을빼앗으시고그들을길없는거친들로

유리하게하시며 25빛없이캄캄한데를더듬게하시

며취한사람같이비틀거리게하시느니라

13나의눈이이것을다보았고나의귀가이것을듣

고통달하였느니라 2너희아는것을나도아노니너희

만못한내가아니니라 3참으로나는전능자에게말씀

하려하며하나님과변론하려하노라 4너희는거짓말

을지어내는자요다쓸데없는의원이니라 5너희가

잠잠하고잠잠하기를원하노라이것이너희의지혜일



욥기 1022

것이니라 6너희는나의변론을들으며내입술의변명

을들어보라 7너희가하나님을위하여불의를말하려

느냐그를위하어궤휼을말하려느냐 8너희가하나님

의낯을좇으려느냐그를위하여쟁론하려느냐 9하나

님이너희를감찰하시면좋겠느냐너희가사람을속임

같이그를속이려느냐 10만일가만히낯을좇을진대

그가정녕너희를책망하시리니 11그존귀가너희를

두렵게하지않겠으며그위엄이너희에게임하지않

겠느냐 12너희격언은재같은속담이요너희의방어

하는것은토성이니라 13너희는잠잠하고나를버려두

어말하게하라무슨일이임하든지내가당하리라 14

내가어찌하여내살을내이로물고내생명을내손에

두겠느냐 15그가나를죽이시리니내가소망이없노라

그러나그의앞에서내행위를변백하리라 16사곡한

자는그의앞에이르지못하나니이것이나의구원이

되리라 17너희는들으라내말을들으라나의설명을

너희귀에담을지니라 18보라내가내사정을진술하

였거니와내가스스로의로운줄아노라 19나와변론

할자가누구이랴그러면내가잠잠하고기운이끊어

지리라 20오직내게이두가지일을행하지마옵소서

그리하시면내가주의얼굴을피하여숨지아니하오리

니 21곧주의손을내게대지마옵시며주의위엄으로

나를두렵게마옵실것이니이다 22그리하시고주는나

를부르소서내가대답하리이다혹나로말씀하게하

옵시고주는내게대답하옵소서 23나의불법과죄가

얼마나많으니이까나의허물과죄를내게알게하옵

소서 24주께서어찌하여얼굴을가리우시고나를주의

대적으로여기시나이까 25주께서어찌하여날리는낙

엽을놀래시며마른검불을따르시나이까 26주께서나



욥기 1023

를대적하사괴로운일들을기록하시며나로나의어

렸을때에지은죄를받게하시오며 27내발을착고에

채우시며나의모든길을살피사내발자취를한정하

시나이다 28나는썩은물건의후패함같으며좀먹은

의복같으니이다

14여인에게서난사람은사는날이적고괴로움이가

득하며 2그발생함이꽃과같아서쇠하여지고그림자

같이신속하여서머물지아니하거늘 3이와같은자를

주께서눈을들어살피시나이까나를주의앞으로이

끌어서심문하시나이까 4누가깨끗한것을더러운것

가운데서낼수있으리이까하나도없나이다 5그날을

정하셨고그달수도주께있으므로그제한을정하여

넘어가지못하게하셨사온즉 6그에게서눈을돌이켜

그로쉬게하사품군같이그날을마치게하옵소서 7

나무는소망이있나니찍힐지라도다시움이나서연

한가지가끊이지아니하며 8그뿌리가땅에서늙고

줄기가흙에서죽을지라도 9물기운에움이돋고가지

가발하여새로심은것과같거니와 10사람은죽으면

소멸되나니그기운이끊어진즉그가어디있느뇨 11

물이바다에서줄어지고하수가잦아서마름같이 12

사람이누우면다시일어나지못하고하늘이없어지기

까지눈을뜨지못하며잠을깨지못하느니라 13주는

나를음부에감추시며주의진노가쉴때까지나를숨

기시고나를위하여기한을정하시고나를기억하옵소

서 (Sheol h7585) 14사람이죽으면어찌다시살리이까나

는나의싸우는모든날동안을참고놓이기를기다렸

겠나이다 15주께서는나를부르셨겠고나는대답하였

겠나이다주께서는주의손으로지으신것을아껴보

셨겠나이다 16그러하온데이제주께서나의걸음을세



욥기 1024

시오니나의죄를살피지아니하시나이까 17내허물을

주머니에봉하시고내죄악을싸매시나이다 18무너지

는산은정녕흩어지고바위는그자리에서옮겨가고

19물은돌을닳게하고넘치는물은땅의티끌을씻어

버리나이다이와같이주께서는사람의소망을끊으시

나이다 20주께서사람을영영히이기셔서떠나게하시

며그의얼굴빛을변하게하시고쫓아보내시오니 21

그아들이존귀하나그가알지못하며비천하나그가

깨닫지못하나이다 22오직자기의살이아프고자기의

마음이슬플뿐이니이다

15데만사람엘리바스가대답하여가로되 2지혜로

운자가어찌헛된지식으로대답하겠느냐어찌동풍

으로그품에채우겠느냐 3어찌유조치아니한이야기

,무익한말로변론하겠느냐 4참으로네가하나님경

외하는일을폐하여하나님앞에묵도하기를그치게

하는구나 5네죄악이네입을가르치나니네가간사한

자의혀를택하였구나 6너를정죄한것은내가아니요

네입이라네입술이너를쳐서증거하느니라 7네가

제일처음난사람이냐산들이있기전에네가출생하

였느냐 8하나님의모의를네가들었느냐지혜를홀로

가졌느냐 9너의아는것이무엇이기로우리가알지못

하겠느냐너의깨달은것이무엇이기로우리에게는없

겠느냐 10우리중에는머리가세기도하고연로하기도

하여네부친보다나이많은자가있느니라 11하나님

의위로와네게온유하게하시는말씀을네가어찌작

다하느냐 12어찌하여네가마음에끌리며네눈을번

쩍여 13네영으로하나님을반대하고네입으로말들

을내느냐 14사람이무엇이관대깨끗하겠느냐여인에

게서난자가무엇이관대의롭겠느냐 15하나님은그



욥기 1025

거룩한자들을믿지아니하시나니하늘이라도그의

보시기에부정하거든 16하물며악을짓기를물마심

같이하는가증하고부패한사람이겠느냐 17내가네게

보이리니나를들으라내가본것을설명하리라 18이

는곧지혜로운자들이그열조에게서받아숨기지아

니하고전하여온것이라 19이땅은그들에게만주셨

으므로외인은그들중에왕래하지못하였었느니라 20

그말에이르기를악인은그일평생에고통을당하며

강포자의햇수는작정되었으므로 21그귀에는놀라운

소리가들리고그형통할때에멸망시키는자가그에

게임하리니 22그가어두운데서나오기를바라지못

하고칼날의기다림이되느니라 23그는유리하며식물

을구하여이르기를어디있느냐하며흑암한날이가

까운줄을스스로아느니라 24환난과고통이그를두

렵게하며싸움을준비한왕처럼그를쳐서이기리니

25이는그손을들어하나님을대적하며교만하여전

능자를배반함이니라 26그는목을굳게하고두터운

방패로하나님을치려고달려가나니 27그얼굴에는살

이찌고허리에는기름이엉기었고 28그는황무한성

읍,사람이살지아니하는집,돌무더기가될곳에거

하였음이니라 29그는부요하지못하고재산이항상있

지못하며그산업이땅에서증식하지못할것이며 30

흑암한데를떠나지못하리니불꽃이그가지를말릴

것이라하나님의입김에그가떠나리라 31그는스스로

속아허망한것을믿지말것은허망한것이그의보응

이될것임이라 32그의날이이르기전에그일이이룰

것인즉그가지가푸르지못하리니 33포도열매가익기

전에떨어짐같고감람꽃이곧떨어짐같으리라 34사

곡한무리는결실이없고뇌물을받는자의장막은불



욥기 1026

탈것이라 35그들은악한생각을배고불의를낳으며

마음에궤휼을예비한다하였느니라

16욥이대답하여가로되 2이런말은내가많이들었

나니너희는다번뇌케하는안위자로구나 3허망한

말이어찌끝이있으랴네가무엇에격동되어이같이

대답하는고 4나도너희처럼말할수있나니가령너희

마음이내마음자리에있다하자나도말을지어너희

를치며너희를향하여머리를흔들수있느니라 5그

래도입으로너희를강하게하며입술의위로로너희

의근심을풀었으리라 6내가말하여도내근심이풀리

지아니하나니잠잠한들어찌평안하랴 7이제주께서

나를곤고케하시고나의무리를패괴케하셨나이다 8

주께서나를시들게하셨으니이는나를향하여증거

를삼으심이라나의파리한모양이일어나서대면하여

나의죄를증거하나이다 9그는진노하사나를찢고군

박하시며나를향하여이를갈고대적이되어뾰족한

눈으로나를보시고 10무리들은나를향하여입을벌

리며나를천대하여뺨을치며함께모여나를대적하

는구나 11하나님이나를경건치않은자에게붙이시며

악인의손에던지셨구나 12내가평안하더니그가나를

꺾으시며내목을잡아던져나를부숴뜨리시며나를

세워과녁을삼으시고 13그살로나를사방으로쏘아

인정없이내허리를뚫고내쓸개로땅에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그가나를꺾고다시꺾고용사같이내

게달려드시니 15내가굵은베를꿰어매어내피부에

덮고내뿔을티끌에더럽혔구나 16내얼굴은울음으

로붉었고내눈꺼풀에는죽음의그늘이있구나 17그

러나내손에는포학이없고나의기도는정결하니라

18땅아내피를가리우지말라나의부르짖음으로쉴



욥기 1027

곳이없게되기를원하노라 19지금나의증인이하늘

에계시고나의보인이높은데계시니라 20나의친구

는나를조롱하나내눈은하나님을향하여눈물을흘

리고 21사람과하나님사이에와인자와그이웃사이

에변백하시기를원하노니 22수년이지나면나는돌

아오지못할길로갈것임이니라

17나의기운이쇠하였으며나의날이다하였고무덤

이나를위하여예비되었구나 2나를조롱하는자들이

오히려나와함께있으므로내눈이그들의격동함을

항상보는구나 3청컨대보증물을주시고친히나의보

주가되옵소서주외에나로더불어손을칠자가누구

리이까 4주께서그들의마음을가리워깨닫지못하게

하셨사오니그들을높이지아니하시리이다 5친구를

지적하여해를받게한자의자식들은눈이멀지니라 6

하나님이나로백성의이야기거리가되게하시니그들

이내얼굴에침을뱉는구나 7내눈은근심으로하여

어두워지고나의온지체는그림자같구나 8정직자는

이를인하여놀라고무죄자는사곡한자를인하여분

을내나니 9그러므로의인은그길을독실히행하고

손이깨끗한자는점점힘을얻느니라 10너희는다다

시올지니라내가너희중에서지혜자를찾을수없느

니라 11나의날이지나갔고내경영내마음의사모하

는바가다끊어졌구나 12그들은밤으로낮을삼고빛

이어두운데가깝다하는구나 13내소망이음부로내

집을삼음에있어서침상을흑암에베풀고 (Sheol h7585)

14무덤더러너는내아비라구더기더러너는내어미,

내자매라할진대 15나의소망이어디있으며나의소

망을누가보겠느냐 16흙속에서쉴때에는소망이음

부문으로내려갈뿐이니라 (Sheol h7585)



욥기 1028

18수아사람빌닷이대답하여가로되 2너희가어느

때까지말을찾겠느냐깨달으라그후에야우리가말

하리라 3어찌하여우리를짐승으로여기며부정하게

보느냐 4너분하여스스로찢는자야너를위하여땅

이버림을당하겠느냐바위가그자리에서옮기겠느냐

5악인의빛은꺼지고그불꽃은빛나지않을것이요 6

그장막안의빛은어두워지고그위의등불은꺼질것

이요 7그강한걸음이곤하여지고그베푼꾀에스스

로빠질것이니 8이는그발이스스로그물에들어가

고얽는줄을밟음이며 9그발뒤꿈치는창애에치이고

그몸은올무에얽힐것이며 10그를동일줄이땅에숨

겼고그를빠뜨릴함정이길에베풀렸으며 11무서운

것이사방에서그를놀래고그뒤를쫓아올것이며 12

그힘은기근을인하여쇠하고그곁에는재앙이기다

릴것이며 13그의백체가먹히리니곧사망의장자가

그지체를먹을것이며 14그가그의뢰하던장막에서

뽑혀서무서움의왕에게로잡혀가고 15그에게속하지

않은자가그장막에거하리니유황이그처소에뿌려

질것이며 16아래서는그뿌리가마르고위에서는그

가지가찍힐것이며 17그의기념이땅에서없어지고

그의이름이거리에서전함이없을것이며 18그는광명

중에서흑암으로몰려들어가며세상에서쫓겨날것이

며 19그는그백성가운데서아들도없고손자도없을

것이며그의거하던곳에는한사람도남은자가없을

것이라 20그의날을인하여뒤에오는자가앞선자의

두려워하던것같이놀라리라 21불의한자의집이이

러하고하나님을알지못하는자의처소도그러하니

라



욥기 1029

19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너희가내마음을번뇌케

하며말로꺾기를어느때까지하겠느냐 3너희가열

번이나나를꾸짖고나를학대하고도부끄러워아니하

는구나 4내가과연허물이있었다할지라도그허물이

내게만있는것이니 5너희가참으로나를향하여자긍

하며내게수치될행위가있다고증명하려면하려니와

6하나님이나를굴하게하시고자기그물로나를에워

싸신줄은알아야할지니라 7내가포학을당한다고부

르짖으나응답이없고간구할지라도신원함이없구나

8그가내길을막아지나지못하게하시고내첩경에

흑암을두셨으며 9나의영광을벗기시며나의면류관

을머리에서취하시고 10사면으로나를헐으시니나는

죽었구나내소망을나무뽑듯뽑으시고 11나를향하

여진노하시고원수같이보시는구나 12그군대가일제

히나아와서길을수축하고나를치며내장막을둘러

진쳤구나 13나의형제들로나를멀리떠나게하시니

나를아는모든사람이내게외인이되었구나 14내친

척은나를버리며가까운친구는나를잊었구나 15내

집에우거한자와내계집종들은나를외인으로여기

니내가그들앞에서타국사람이되었구나 16내가내

종을불러도대답지아니하니내입으로그에게청하

여야하겠구나 17내숨을내아내가싫어하며내동포

들도혐의하는구나 18어린아이들이라도나를업신여

기고내가일어나면나를조롱하는구나 19나의가까운

친구들이나를미워하며나의사랑하는사람들이돌이

켜나의대적이되었구나 20내피부와살이뼈에붙었

고남은것은겨우잇꺼풀뿐이로구나 21나의친구야

너희는나를불쌍히여기라나를불쌍히여기라하나

님의손이나를치셨구나 22너희가어찌하여하나님처



욥기 1030

럼나를핍박하느냐내살을먹고도부족하냐 23나의

말이곧기록되었으면,책에씌어졌으면, 24철필과연

으로영영히돌에새겨졌으면좋겠노라 25내가알기에

는나의구속자가살아계시니후일에그가땅위에서

실것이라 26나의이가죽, 이것이썩은후에내가육체

밖에서하나님을보리라 27내가친히그를보리니내

눈으로그를보기를외인처럼하지않을것이라내마

음이초급하구나 28너희가만일이르기를우리가그를

어떻게칠꼬하며또이르기를일의뿌리가그에게있

다할진대 29너희는칼을두려워할지니라분노는칼의

형벌을부르나니너희가심판이있는줄을알게되리

라

20나아마사람소발이대답하여가로되 2그러므로

내생각이내게대답하나니이는내중심이초급함이

니라 3내가나를부끄럽게하는책망을들었으므로나

의슬기로운마음이내게대답하는구나 4네가알지못

하느냐예로부터사람이이세상에있어옴으로 5악인

의이기는자랑도잠시요사곡한자의즐거움도잠간

이니라 6그높기가하늘에닿고그머리가구름에미

칠지라도 7자기의똥처럼영원히망할것이라그를본

자가이르기를그가어디있느냐하리라 8그는꿈같

이지나가니다시찾을수없을것이요밤에보이던환

상처럼쫓겨가리니 9그를본눈이다시그를보지못

할것이요그의처소도다시그를보지못할것이며 10

그의자녀들이가난한자에게은혜를구하겠고그도

얻은재물을자기손으로도로줄것이며 11그기골이

청년같이강장하나그기세가그와함께흙에누우리

라 12그는비록악을달게여겨혀밑에감추며 13아껴

서버리지아니하고입에물고있을지라도 14그식물



욥기 1031

이창자속에서변하며뱃속에서독사의쓸개가되느

니라 15그가재물을삼켰을지라도다시토할것은하

나님이그배에서도로나오게하심이니 16그가독사

의독을빨며뱀의혀에죽을것이라 17그는강곧꿀과

엉긴젖이흐르는강을보지못할것이요 18수고하여

얻은것을도로주고삼키지못할것이며매매하여얻

은재물로즐거워하지못하리니 19이는그가가난한

자를학대하고버림이요자기가세우지않은집을빼

앗음이니라 20그는마음에족한줄을알지못하니그

기뻐하는것을하나도보존치못하겠고 21남긴것이

없이몰수히먹으니그런즉그형통함이오래지못할

것이라 22풍족할때에도곤액이이르리니모든고통하

는자의손이그에게닿으리라 23그가배를불리려할

때에하나님이맹렬한진노를내리시리니밥먹을때

에그의위에비같이쏟으시리라 24그가철병기를피

할때에는놋활이쏘아꿸것이요 25몸에서그살을빼

어낸즉번쩍번쩍하는촉이그쓸개에서나오고큰두

려움이그에게임하느니라 26모든캄캄한것이그의

보물을위하여쌓이고사람이피우지않은불이그를

멸하며그장막에남은것을사르리라 27하늘이그의

죄악을드러낼것이요땅이일어나그를칠것인즉 28

그가산이패하여하나님의진노하시는날에흘러가리

니 29이는악인이하나님께받을분깃이요하나님이

그에게정하신산업이니라

21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너희는내말을자세히들

으라이것이너희의위로가될것이니라 3나를용납

하여말하게하라내가말한후에또조롱할지니라 4

나의원망이사람을향하여하는것이냐내가어찌초

급하지아니하겠느냐 5너희는나를보아라놀라라손



욥기 1032

으로입을가리우라 6내가추억하기만하여도답답하

고두려움이내몸을잡는구나 7어찌하여악인이살고

수를누리고세력이강하냐 8씨가그들의앞에서그들

과함께굳게서고자손이그들의목전에서그러하구

나 9그집이평안하여두려움이없고하나님의매가

그위에임하지아니하며 10그수소는영락없이새끼

를배게하고그암소는새끼를낳고낙태하지않는구

나 11그들은아이들을내어보냄이양떼같고그자녀

들은춤추는구나 12그들이소고와수금으로노래하고

피리불어즐기며 13그날을형통하게지내다가경각간

에음부에내려가느니라 (Sheol h7585) 14그러할지라도

그들은하나님께말하기를우리를떠나소서우리가주

의도리알기를즐겨하지아니하나이다 15전능자가누

구기에우리가섬기며우리가그에게기도한들무슨

이익을얻으랴하는구나 16그들의복록이그들의손으

로말미암은것이아니니라악인의계획은나와판이

하니라 17악인의등불이꺼짐이나재앙이그들에게임

함이나하나님이진노하사그들을곤고케하심이나 18

그들이바람앞에검불같이, 폭풍에불려가는겨같이

되는일이몇번이나있었느냐 19하나님이그의죄악을

쌓아두셨다가그자손에게갚으신다하거니와그몸

에갚으셔서그로깨닫게하셔야할것이라 20자기의

멸망을자기의눈으로보게하시며전능자의진노를

마시게하셔야할것이니라 21그의달수가진하면자

기집에대하여무슨관계가있겠느냐 22그러나하나

님은높은자들을심판하시나니누가능히하나님께

지식을가르치겠느냐 23어떤사람은죽도록기운이충

실하여평강하며안일하고 24그그릇에는젖이가득하

며그골수는윤택하였고 25어떤사람은죽도록마음



욥기 1033

에고통하고복을맛보지못하였어도 26이둘이일반

으로흙속에눕고그위에구더기가덮이는구나 27내

가너희의생각을알고너희가나를해하려는궤휼도

아노라 28너희의말이왕후의집이어디있으며악인

의거하던장막이어디있느뇨하는구나 29너희가길

가는사람들에게묻지아니하였느냐그들의증거를알

지못하느냐 30악인은남기워서멸망의날을기다리움

이되고멸망의날을맞으러끌려나감이된다하느니

라 31누가능히그의행위를면박하며누가능히그의

소위를보응하랴마는 32그를무덤으로메어가고사람

이그무덤을지키리라 33그는골짜기의흙덩이를달

게여기고그앞선자가무수함같이모든사람이그뒤

를좇으리라 34이러한즉너희의위로가헛되지아니하

냐너희의대답은거짓뿐이니라

22데만사람엘리바스가대답하여가로되 2사람이

어찌하나님께유익하게하겠느냐지혜로운자도스스

로유익할따름이니라 3네가의로운들전능자에게무

슨기쁨이있겠으며네행위가온전한들그에게무슨

이익이있겠느냐 4하나님이너를책망하시며너를심

문하심이너의경외함을인함이냐 5네악이크지아

니하냐네죄악이극하니라 6까닭없이형제의물건을

볼모잡으며헐벗은자의의복을벗기며 7갈한자에게

물을마시우지아니하며주린자에게식물을주지아

니하였구나 8권세있는자가토지를얻고존귀한자가

거기서사는구나 9네가과부를공수로돌아가게하며

고아의팔을꺾는구나 10이러므로올무들이너를둘러

있고두려움이홀연히너를침범하며 11어두움이너로

보지못하게하고창수가너를덮느니라 12하나님이

높은하늘에계시지아니하냐보라별의높음이얼마



욥기 1034

나높은가 13그러나네말은하나님이무엇을아시며

흑암중에서어찌심판하실수있으랴 14빽빽한구름

이그를가리운즉그가보지못하시고궁창으로걸어

다니실뿐이라하는구나 15네가악인의밟던옛적길

을지키려느냐 16그들은때가이르기전에끊어버리웠

고그터는하수로인하여함몰되었느니라 17그들이

하나님께말하기를우리를떠나소서하며또말하기를

전능자가우리를위하여무엇을하실수있으랴하였

으나 18하나님이좋은것으로그집에채우셨느니라

악인의계획은나와판이하니라 19의인은보고기뻐하

고무죄자는그들을비웃기를 20우리의대적이끊어졌

고그남은것이불사른바되었다하느니라 21너는하

나님과화목하고평안하라그리하면복이네게임하리

라 22청컨대너는그입에서교훈을받고그말씀을네

마음에두라 23네가만일전능자에게로돌아가고또

네장막에서불의를멀리버리면다시흥하리라 24네

보배를진토에버리고오빌의금을강가의돌에버리

라 25그리하면전능자가네보배가되시며네게귀한

은이되시리니 26이에네가전능자를기뻐하여하나님

께로얼굴을들것이라 27너는그에게기도하겠고그

는들으실것이며너의서원한것을네가갚으리라 28

네가무엇을경영하면이루어질것이요네길에빛이

비취리라 29네가낮춤을받거든높아지리라고말하라

하나님은겸손한자를구원하시느니라 30무죄한자가

아니라도건지시리니네손이깨끗함을인하여그런자

가건지심을입으리라

23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내가오늘도혹독히원망

하니받는재앙이탄식보다중함이니라 3내가어찌하

면하나님발견할곳을알꼬그리하면그보좌앞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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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서 4그앞에서호소하며변백할말을입에채우고

5내게대답하시는말씀을내가알고내게이르시는것

을내가깨달으리라 6그가큰권능을가지시고나로

더불어다투실까아니라도리어내말을들으시리라 7

거기서는정직자가그와변론할수있은즉내가심판

자에게서영영히벗어나리라 8그런데내가앞으로가

도그가아니계시고뒤로가도보이지아니하며 9그

가왼편에서일하시나내가만날수없고그가오른편

으로돌이키시나뵈올수없구나 10나의가는길을오

직그가아시나니그가나를단련하신후에는내가정

금같이나오리라 11내발이그의걸음을바로따랐으

며내가그의길을지켜치우치지아니하였고 12내가

그의입술의명령을어기지아니하고일정한음식보다

그입의말씀을귀히여겼구나 13그는뜻이일정하시

니누가능히돌이킬까그마음에하고자하시는것이

면그것을행하시나니 14그런즉내게작정하신것을

이루실것이라이런일이그에게많이있느니라 15그

러므로내가그의앞에서떨며이를생각하고그를두

려워하는구나 16하나님이나로낙심케하시며전능자

가나로두렵게하시나니 17이는어두움으로나를끊

지아니하셨고흑암으로내얼굴을가리우지아니하셨

음이니라

24어찌하여전능자가시기를정하지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그를아는자들이그의날을보지못하는고 2

어떤사람은지계표를옮기며양떼를빼앗아기르며 3

고아의나귀를몰아가며과부의소를볼모잡으며 4

빈궁한자를길에서몰아내나니세상에가난한자가

다스스로숨는구나 5그들은거친땅의들나귀같아서

나가서일하며먹을것을부지런히구하니광야가그



욥기 1036

자식을위하여그에게식물을내는구나 6밭에서남의

곡식을베며악인의남겨둔포도를따며 7의복이없

어벗은몸으로밤을지내며추위에덮을것이없으며

8산중소나기에젖으며가리울것이없어바위를안고

있느니라 9어떤사람은고아를어미품에서빼앗으며

가난한자의옷을볼모잡으므로 10그들이옷이없어

벌거벗고다니며주리면서곡식단을메며 11그사람

의담안에서기름을짜며목말라하면서술틀을밟느

니라 12인구많은성중에서사람들이신음하며상한

자가부르짖으나하나님이그불의를보지아니하시느

니라 13또광명을배반하는사람들은이러하니그들은

광명의길을알지못하며그첩경에머물지아니하는

자라 14사람을죽이는자는새벽에일어나서가난한

자나빈궁한자를죽이고밤에는도적같이되며 15간

음하는자의눈은저물기를바라며아무눈도나를보

지못하리라하고얼굴을변장하며 16밤에집을뚫는

자는낮에는문을닫고있은즉광명을알지못하나니

17그들은다아침을흑암같이여기니흑암의두려움

을앎이니라 18그들은물위에빨리흘러가고그산업

은세상에서저주를받나니그들이다시는포도원길

로행치못할것이라 19가뭄과더위가눈녹은물을곧

말리나니음부가범죄자에게도그와같은것인즉 (Sheol

h7585) 20태가그를잊어버리고구더기가그를달게먹

을것이라그는기억함을다시얻지못하나니불의가

나무처럼꺾이리라 21그는잉태치못하므로해산치못

한여인을학대하며과부를선대치아니하는자니라

22그러나하나님이그권능으로강한자들을보존시키

시니살기를바라지못할자도일어나는구나 23하나님

이그들을호위하사평안케하시나그눈은그들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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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구나 24그들은높아져도잠시간에없어지나니낮

아져서범인처럼제함을당하고곡식이삭같이베임

을입느니라 25가령그렇지않을지라도능히내말을

거짓되다지적하거나내말이헛되다변박할자누구

랴

25수아사람빌닷이대답하여가로되 2하나님은권

능과위엄을가지셨고지극히높은곳에서화평을베

푸시느니라 3그군대를어찌계수할수있으랴그광

명의비췸을입지않은자가누구냐 4그런즉하나님

앞에서사람이어찌의롭다하며부녀에게서난자가

어찌깨끗하다하랴 5하나님의눈에는달이라도명랑

치못하고별도깨끗지못하거든 6하물며벌레인사람

, 구더기인인생이랴

26욥이대답하여가로되 2네가힘없는자를참잘

도왔구나기력없는팔을참잘구원하였구나 3지혜

없는자를참잘가르쳤구나큰지식을참잘나타내었

구나 4네가누구를향하여말을내었느냐뉘신이네

게서나왔느냐 5음령들이큰물과수족밑에서떠나니

6하나님앞에는음부도드러나며멸망의웅덩이도가

리움이없음이니라 (Sheol h7585) 7그는북편하늘을허

공에펴시며땅을공간에다시며 8물을빽빽한구름에

싸시나그밑의구름이찢어지지아니하느니라 9그는

자기의보좌앞을가리우시고자기구름으로그위에

펴시며 10수면에경계를그으셨으되빛과어두움의지

경까지한정을세우셨느니라 11그가꾸짖으신즉하늘

기둥이떨며놀라느니라 12그는권능으로바다를흉용

케하시며지혜로라합을쳐서파하시며 13그신으로

하늘을단장하시고손으로날랜뱀을찌르시나니 14이

런것은그행사의시작점이요우리가그에게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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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것도심히세미한소리뿐이니라그큰능력의우

뢰야누가능히측량하랴

27욥이또비사를들어가로되 2나의의를빼앗으신

하나님나의영혼을괴롭게하신전능자의사심을가

리켜맹세하노니 3 (나의생명이아직내속에완전히

있고하나님의기운이오히려내코에있느니라) 4결

코내입술이불의를말하지아니하며내혀가궤휼을

발하지아니하리라 5나는단정코너희를옳다하지아

니하겠고죽기전에는나의순전함을버리지않을것

이라 6내가내의를굳게잡고놓지아니하리니일평

생내마음이나를책망치아니하리라 7나의대적은

악인같이되고일어나나를치는자는불의한자같이

되기를원하노라 8사곡한자가이익을얻었으나하나

님이그영혼을취하실때에는무슨소망이있으랴 9

환난이그에게임할때에하나님이어찌그부르짖음

을들으시랴 10그가어찌전능자를기뻐하겠느냐항상

하나님께불러아뢰겠느냐 11하나님의하시는일을내

가너희에게가르칠것이요전능자의뜻을내가숨기

지아니하리라 12너희가다이것을보았거늘어찌하여

아주허탄한사람이되었는고 13악인이하나님께얻을

분깃, 강포자가전능자에게받을산업은이것이라 14

그자손이번성하여도칼을위함이요그후에는식물

에배부르지못할것이며 15그남은자는염병으로묻

히리니그의과부들이울지못할것이며 16그가비록

은을티끌같이쌓고의복을진흙같이예비할지라도 17

그예비한것을의인이입을것이요그은은무죄자가

나눌것이며 18그지은집은좀의집같고상직군의초

막같을것이며 19부자로누우나그조상에게로돌아

가지못할것이요눈을뜬즉없어졌으리라 20두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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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같이그를따라미칠것이요폭풍이밤에그를빼앗

아갈것이며 21동풍이그를날려보내며그처소에서

몰아내리라 22하나님이그를아끼지아니하시고쏘시

나니그가그손에서피하려하여도못할것이라 23사

람들이박장하며비소하고그처소에서몰아내리라

28은은나는광이있고연단하는금은나는곳이있

으며 2철은흙에서취하고동은돌에서녹여얻느니라

3사람이흑암을파하고끝까지궁구하여음예와유암

중의광석을구하되 4사람사는곳에서멀리떠나구

멍을깊이뚫고발이땅에닿지않게달려내리니멀리

사람과격절되고흔들흔들하느니라 5지면은식물을

내나지하는불로뒤집는것같고 6그돌가운데에는

남보석이있고사금도있으며 7그길은솔개도알지

못하고매의눈도보지못하며 8위엄스러운짐승도밟

지못하였고사나운사자도그리로지나가지못하였느

니라 9사람이굳은바위에손을대고산을뿌리까지

무너뜨리며 10돌가운데로도랑을파서각종보물을

눈으로발견하고 11시냇물을막아스미지않게하고

감취었던것을밝은데로내느니라 12그러나지혜는

어디서얻으며명철의곳은어디인고 13그값을사람

이알지못하나니사람사는땅에서찾을수없구나 14

깊은물이이르기를내속에있지아니하다하며바다

가이르기를나와함께있지아니하다하느니라 15정

금으로도바꿀수없고은을달아도그값을당치못하

리니 16오빌의금이나귀한수마노나남보석으로도그

값을당치못하겠고 17황금이나유리라도비교할수

없고정금장식으로도바꿀수없으며 18산호나수정

으로도말할수없나니지혜의값은홍보석보다귀하

구나 19구스의황옥으로도비교할수없고순금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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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값을측량하지못하리니 20그런즉지혜는어디서오

며명철의곳은어디인고 21모든생물의눈에숨겨졌

고공중의새에게가리워졌으며 22멸망과사망도이르

기를우리가귀로그소문은들었다하느니라 23하나

님이그길을깨달으시며있는곳을아시나니 24이는

그가땅끝까지감찰하시며온천하를두루보시며 25

바람의경중을정하시며물을되어그분량을정하시

며 26비를위하여명령하시고우뢰의번개를위하여

길을정하셨음이라 27그때에지혜를보시고선포하시

며굳게세우시며궁구하셨고 28또사람에게이르시기

를주를경외함이곧지혜요악을떠남이명철이라하

셨느니라

29욥이또비사를들어가로되 2내가이전달과하나

님이나를보호하시던날에지내던것같이되었으면 3

그때는그의등불이내머리에비취었고내가그광명

을힘입어흑암에행하였었느니라 4나의강장하던날

과같이지내었으면그때는하나님의우정이내장막

위에있었으며 5그때는전능자가오히려나와함께

계셨으며나의자녀들이나를둘러있었으며 6뻐터가

내발자취를씻기며반석이나를위하여기름시내를

흘러내었으며 7그때는내가나가서성문에이르기도

하며내자리를거리에베풀기도하였었느니라 8나를

보고소년들은숨으며노인들은일어나서서며 9방백

들은말을참고손으로입을가리우며 10귀인들은소

리를금하니그혀가입천장에붙었었느니라 11귀가

들은즉나를위하여축복하고눈이본즉나를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12이는내가부르짖는빈민과도와줄

자없는고아를건졌음이라 13망하게된자도나를위

하여복을빌었으며과부의마음이나로인하여기뻐



욥기 1041

노래하였었느니라 14내가의로옷을삼아입었으며나

의공의는도포와면류관같았었느니라 15나는소경의

눈도되고절뚝발이의발도되고 16빈궁한자의아비

도되며생소한자의일을사실하여주었으며 17불의

한자의어금니를꺽고그잇사이에서겁탈한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18내가스스로말하기를나는내

보금자리에서선종하리라나의날은모래같이많을

것이라 19내뿌리는물로뻗어나가고내가지는밤이

맞도록이슬에젖으며 20내영광은내게새로와지고

내활은내손에서날로강하여지느니라하였었노라

21무리는내말을들으며나의가르치기를잠잠히기

다리다가 22내가말한후에그들이말을내지못하였

었나니나의말이그들에게이슬같이됨이니라 23그들

이나바라기를비같이하였으며입을벌리기를늦은

비기다리듯하였으므로 24그들이의지없을때에내

가함소하여동정하면그들이나의얼굴빛을무색하

게아니하였었느니라 25내가그들의길을택하고으뜸

으로앉았었나니왕이군중에거함도같았고애곡하는

자를위로하는사람도같았었느니라

30그러나이제는나보다젊은자들이나를기롱하는

구나그들의아비들은나의보기에나의양떼지키는

개중에도둘만하지못한자니라 2그들은장년의기력

이쇠한자니그손의힘이내게무엇이유익하랴 3그

들은곧궁핍과기근으로파리하매캄캄하고거친들

에서마른흙을씹으며 4떨기나무가운데서짠나물도

꺾으며대싸리뿌리로식물을삼느니라 5무리는도적

을외침같이그들에게소리지름으로그들은사람가

운데서쫓겨나서 6침침한골짜기와구덩이와바위구

멍에서살며 7떨기나무가운데서나귀처럼부르짖으



욥기 1042

며가시나무아래모여있느니라 8그들은본래미련한

자의자식이요비천한자의자식으로서고토에서쫓겨

난자니라 9이제는내가그들의노래가되며그들의

조롱거리가되었고 10그들은나를미워하여멀리하고

내얼굴에침뱉기를주저하지아니하나니 11이는하

나님이내줄을늘어지게하시고나를곤고케하시매

무리가내앞에서굴레를벗었음이니라 12그낮은무

리가내우편에서일어나내발을밀뜨리고나를대적

하여멸망시킬길을쌓으며 13도울자없는그들이내

길을헐고내재앙을재촉하는구나 14성을크게파괴

하고그파괴한가운데로몰려들어오는것같이그들

이내게로달려드니 15놀람이내게임하는구나그들이

내영광을바람같이모니내복록이구름같이지나갔

구나 16이제는내마음이내속에서녹으니환난날이

나를잡음이라 17밤이되면내뼈가쑤시니나의몸에

아픔이쉬지아니하는구나 18하나님의큰능력으로하

여옷이추하여져서옷깃처럼내몸에붙었구나 19하나

님이나를진흙가운데던지셨고나로티끌과재같게

하셨구나 20내가주께부르짖으오나주께서대답지아

니하시오며내가섰사오나주께서굽어보시기만하시

나이다 21주께서돌이켜내게잔혹히하시고완력으로

나를핍박하시오며 22나를바람위에들어얹어불려

가게하시며대풍중에소멸케하시나이다 23내가아

나이다주께서나를죽게하사모든생물을위하여정

한집으로끌어가시리이다 24그러나사람이넘어질

때에어찌손을펴지아니하며재앙을당할때에어찌

도움을부르짖지아니하겠는가 25고생의날보내는자

를위하여내가울지아니하였는가빈궁한자를위하

여내마음에근심하지아니하였는가 26내가복을바



욥기 1043

랐더니화가왔고광명을기다렸더니흑암이왔구나

27내마음이어지러워서쉬지못하는구나환난날이

내게임하였구나 28나는햇볕에쬐지않고검어진살

을가지고걸으며공회중에서서도움을부르짖고있

느니라 29나는이리의형제요타조의벗이로구나 30

내가죽은검어져서떨어졌고내뼈는열기로하여탔

구나 31내수금은애곡성이되고내피리는애통성이

되었구나

31내가내눈과언약을세웠나니어찌처녀에게주목

하랴 2그리하면위에계신하나님의내리시는분깃이

무엇이겠으며높은곳에서전능자의주시는산업이무

엇이겠느냐 3불의자에게는환난이아니겠느냐행악

자에게는재앙이아니겠느냐 4그가내길을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내걸음을다세지아니하시느냐 5언제

나의행위가허탄하였으며내발이궤휼에빨랐던가 6

그리하였으면내가공평한저울에달려서하나님이나

의정직함을아시게되기를원하노라 7언제내걸음이

길에서떠났던가내마음이내눈을따라갔던가내손

에더러운것이묻었던가 8그리하였으면나의심은것

을타인이먹으며나의소산이뿌리까지뽑히는것이

마땅하니라 9언제내마음이여인에게유혹되어이웃

의문을엿보아기다렸던가 10그리하였으면내처가

타인의매를돌리며타인이더불어동침하는것이마

땅하니라 11이는중죄라재판장에게벌받을악이요 12

멸망하도록사르는불이라나의모든소산을뿌리까지

없이할것이니라 13남종이나여종이나로더불어쟁변

할때에내가언제그의사정을멸시하였던가 14그리

하였으면하나님이일어나실때에는내가어떻게하겠

느냐하나님이국문하실때에는내가무엇이라대답하



욥기 1044

겠느냐 15나를태속에만드신자가그도만들지아니

하셨느냐우리를뱃속에지으신자가하나가아니시

냐 16내가언제가난한자의소원을막았던가과부의

눈으로실망케하였던가 17나만홀로식물을먹고고

아에게먹이지아니하였던가 18실상은내가젊었을때

부터고아를기르기를그의아비처럼하였으며내가

모태에서나온후로과부를인도하였었노라 19내가언

제사람이의복이없이죽게된것이나빈궁한자가덮

을것이없는것을보고도 20나의양털로그몸을더웁

게입혀서그로나를위하여복을빌게하지아니하였

던가 21나를도와주는자가성문에있음을보고내가

손을들어고아를쳤던가 22그리하였으면내어깨가

어깨뼈에서떨어지고내팔뼈가부러짐이마땅하니라

23나는하나님의재앙을심히두려워하고그위엄을

인하여아무것도할수없느니라 24내가언제금으로

내소망을삼고정금더러너는내의뢰하는바라하였

던가 25언제재물의풍부함과손으로얻은것이많음

으로기뻐하였던가 26언제태양의빛남과달의명랑하

게운행되는것을보고 27내마음이가만히유혹되어

손에입맞추었던가 28이역시재판장에게벌받을죄

악이니내가그리하였으면위에계신하나님을배반한

것이니라 29내가언제나를미워하는자의멸망을기

뻐하였으며그의재앙만남을인하여기운을뽐내었던

가 30실상은내가그의죽기를구하는말로저주하여

내입으로범죄케아니하였느니라 31내장막사람의

말이주인의고기에배부르지않은자가어디있느뇨

하지아니하였었는가 32나그네로거리에서자게하지

아니하고내가행인에게내문을열어주었었노라 33

내가언제큰무리를두려워하며족속의멸시를무서



욥기 1045

워함으로잠잠하고문에나가지아니하여타인처럼내

죄악을품에숨겨허물을가리었었던가 34상동 35누

구든지나의변백을들을지니라나의서명이여기있

으니전능자가내게대답하시기를원하노라내대적의

기록한소송장이내게있었으면 36내가어깨에메기도

하고면류관처럼머리에쓰기도하며 37내걸음의수

효를그에게고하고왕족처럼그를가까이하였으리라

38언제내토지가부르짖어나를책망하며그이랑이

일시에울었던가 39언제내가값을내지않고그소산

물을먹고그소유주로생명을잃게하였던가 40그리

하였으면밀대신에찔레가나고보리대신에잡풀이

나는것이마땅하니라하고욥의말이그치니라

32욥이스스로의롭게여기므로그세사람의대답이

그치매 2람족속부스사람바라겔의아들엘리후가

노를발하니그가욥에게노를발함은욥이하나님보

다자기가의롭다함이요 3또세친구에게노를발함

은그들이능히대답지는못하여도욥을정죄함이라 4

엘리후가그들의나이자기보다많으므로욥에게말하

기를참고있다가 5세사람의입에대답이없음을보

고노를발하니라 6부스사람바라겔의아들엘리후가

발언하여가로되나는연소하고당신들은연로하므로

참고나의의견을감히진술치못하였노라 7내가말하

기를날이많은자가말을낼것이요해가오랜자가지

혜를가르칠것이라하였으나 8사람의속에는심령이

있고전능자의기운이사람에게총명을주시나니 9대

인이라고지혜로운것이아니요노인이라고공의를깨

닫는것이아니라 10그러므로내가말하노니내말을

들으라나도내의견을보이리라 11내가당신들의말

을기다렸고당신들이할말을합당하도록하여보는



욥기 1046

동안에그변론에내귀를기울였더니 12자세히들은

즉당신들가운데욥을꺾어그말을대답하는자가없

도다 13당신들이혹시라도말하기를우리가지혜를깨

달았었구나그를이길자는하나님이시요사람이아니

라하지말지니라 14그가내게말을내지아니하였으

니나도당신들의말처럼그에게대답지아니하리라

15그들이놀라서다시대답하지못하니할말이없음

이로구나 16그들이말이없이가만히서서다시대답

지아니한즉내가어찌더기다리랴 17나도내본분대

로대답하고나도내의향을보이리니 18내게말이가

득하고내심령이나를강박함이니라 19보라내가슴

은봉한포도주같고새가죽부대가터지게됨같구나

20내가말을발하여야시원할것이라내입을열어대

답하리라 21나는결코사람의낯을보지아니하며사

람에게아첨하지아니하나니 22이는아첨할줄을알지

못함이라만일그리하면나를지으신자가속히나를

취하시리로다

33그런즉욥이여내말을들으며나의모든말에귀

를기울이기를원하노라 2내가입을여니내혀가입

에서동하는구나 3내말이내마음의정직함을나타내

고내입술이아는바를진실히말하리라 4하나님의

신이나를지으셨고전능자의기운이나를살리시느니

라 5네가할수있거든일어서서내게대답하고내앞

에진술하라 6나와네가하나님앞에서일반이니나도

흙으로지으심을입었은즉 7내위엄으로는너를두렵

게하지못하고내권세로는너를누르지못하느니라 8

네가실로나의듣는데말하였고나는네말소리를들

었느니라이르기를 9나는깨끗하여죄가없고허물이

없으며불의도없거늘 10하나님이나를칠틈을찾으



욥기 1047

시며나를대적으로여기사 11내발을착고에채우시

고나의모든길을감시하신다하였느니라 12내가네

게대답하리라이말에네가의롭지못하니하나님은

사람보다크심이니라 13하나님은모든행하시는것을

스스로진술치아니하시나니네가하나님과변쟁함은

어찜이뇨 14사람은무관히여겨도하나님은한번말씀

하시고다시말씀하시되 15사람이침상에서졸며깊이

잠들때에나꿈에나밤의이상중에 16사람의귀를여

시고인치듯교훈하시나니 17이는사람으로그꾀를

버리게하려하심이며사람에게교만을막으려하심이

라 18그는사람의혼으로구덩이에빠지지않게하시

며그생명으로칼에멸망치않게하시느니라 19혹시

는사람이병상의고통과뼈가늘쑤심의징계를받나

니 20그의마음은식물을싫어하고그의혼은별미를

싫어하며 21그의살은파리하여보이지아니하고보이

지않던뼈가드러나서 22그의혼이구덩이에, 그의생

명이멸하는자에게가까와지느니라 23그럴때에만일

일천천사가운데하나가그사람의해석자로함께있

어서그정당히행할것을보일진대 24하나님이그사

람을긍휼히여기사이르시기를그를건져서구덩이에

내려가지않게하라내가대속물을얻었다하시리라

25그런즉그살이어린아이보다연하여져서소년때

를회복할것이요 26그는하나님께기도하므로하나님

이은혜를베푸사그로자기의얼굴을즐거이보게하

시고사람에게그의를회복시키시느니라 27그가사람

앞에서노래하여이르기를내가전에범죄하여시비를

바꾸었으나내게무익하였었구나 28하나님이내영혼

을건지사구덩이에내려가지않게하셨으니내생명이

빛을보겠구나하리라 29하나님이사람에게이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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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재삼행하심은 30그영혼을구덩이에서끌어돌

이키고생명의빛으로그에게비취려하심이니라 31욥

이여귀를기울여내게들으라잠잠하라내가말하리

라 32만일할말이있거든대답하라내가너를의롭게

하려하노니말하라 33만일없으면내말을들으라잠

잠하라내가지혜로너를가르치리라

34엘리후가말을이어가로되 2지혜있는자들아내

말을들으며지식있는자들아내게귀를기울이라 3

입이식물의맛을변별함같이귀가말을분별하나니 4

우리가스스로옳은것은택하고무엇이선한가우리

끼리알아보자 5욥이말하기를내가의로우나하나님

이내의를제하셨고 6내가정직하나거짓말장이가되

었고나는허물이없으나내상처가낫지못하게되었

노라하니 7어느사람이욥과같으랴욥이훼방하기를

물마시듯하며 8악한일을하는자들과사귀며악인과

함께다니면서 9이르기를사람이하나님을기뻐하나

무익하다하는구나 10그러므로너희총명한자들아내

말을들으라하나님은단정코악을행치아니하시며

전능자는단정코불의를행치아니하시고 11사람의일

을따라보응하사각각그행위대로얻게하시나니 12

진실로하나님은악을행치아니하시며전능자는공의

를굽히지아니하시느니라 13누가땅을그에게맡겼느

냐누가온세계를정하였느냐 14그가만일자기만생

각하시고그신과기운을거두실진대 15모든혈기있

는자가일체로망하고사람도진토로돌아가리라 16

만일총명이있거든이것을들으며내말소리에귀를

기울이라 17공의를미워하는자시면어찌치리하시겠

느냐의롭고전능하신자를네가정죄하겠느냐 18그는

왕에게라도비루하다하시며귀인들에게라도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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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며 19왕족을외모로취치아니하시며부자를가난

한자보다더생각하지아니하시나니이는그들이다

그의손으로지으신바가됨이니라 20그들은밤중순

식간에죽나니백성은떨며없어지고세력있는자도

사람의손을대지않고제함을당하느니라 21하나님은

사람의길을주목하시며사람의모든걸음을감찰하시

나니 22악을행한자는숨을만한흑암이나어두운그

늘이없느니라 23하나님은사람을심판하시기에오래

생각하실것이없으시니 24세력있는자를조사할것

없이꺾으시고다른사람을세워그를대신하게하시

느니라 25이와같이그들의행위를아시고그들을밤

사이에엎으신즉멸망하나니 26그들을악한자로여겨

사람의목전에서치심은 27그들이그를떠나고그의

모든길을무관히여김이라 28그들이이와같이하여

가난한자의부르짖음이그에게상달케하며환난받

는자의부르짖음이그에게들리게하느니라 29주께서

사람에게평강을주실때에누가감히잘못하신다하

겠느냐주께서자기얼굴을가리우실때에누가감히

뵈올수있으랴나라에게나사람에게나일반이시니 30

이는사특한자로권세를잡아백성을함해하지못하

게하려하심이니라 31누가하나님께아뢰기를내가

징계를받았사오니다시는범죄치아니하겠나이다 32

나의깨닫지못하는것을내게가르치소서내가악을

행하였으면다시는아니하겠나이다한자가있느냐 33

하나님이네뜻대로갚으셔야하겠다고네가그것을

싫어하느냐그러면네가스스로택할것이요내가할

것이아니니너는아는대로말하라 34총명한자와내

말을듣는모든지혜있는자가필연내게이르기를 35

욥이무식하게말하니그말이지혜없다하리라 36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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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끝까지시험받기를내가원하노니이는그대답이

악인과같음이라 37그가그죄위에패역을더하며우

리중에서손뼉을치며하나님을거역하는말을많이

하는구나

35엘리후가말을이어가로되 2네가이것을합리하

게여기느냐네생각에네가하나님보다의롭다하여 3

이르기를유익이무엇인고범죄한것보다내게이익이

무엇인고하는구나 4내가너와및너와함께있는네

동무들에게대답하리라 5너는하늘을우러러보라네

위의높은궁창을바라보라 6네가범죄한들하나님께

무슨영향이있겠으며네죄악이관영한들하나님께

무슨관계가있겠으며 7네가의로운들하나님께무엇

을드리겠으며그가네손에서무엇을받으시겠느냐 8

네악은너와같은사람이나해할따름이요네의는인

생이나유익하게할뿐이니라 9사람은학대가많으므

로부르짖으며세력있는자의팔에눌리므로도움을

부르짖으나 10나를지으신하나님곧사람으로밤중에

노래하게하시며우리를교육하시기를땅의짐승에게

하심보다더하게하시며우리에게지혜주시기를공중

의새에게주심보다더하시는이가어디계신가말하

는자가한사람도없구나 11상동 12그들이악인의교

만을인하여거기서부르짖으나응락하는자가없음은

13헛된부르짖음은하나님이결코듣지아니하시며전

능자가돌아보지아니하심이라 14하물며말하기를

하나님은뵈올수없고일의시비는그앞에있으니나

는그를기다릴뿐이라하는너랴 15하나님이진노하

심으로벌을주지아니하셨고횡포를심히살피지아

니하셨으므로 16이제너욥이헛되이입을열어지식

없는말을많이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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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엘리후가말을이어가로되 2나를잠간용납하라

내가네게보이리니이는내가하나님을위하여오히

려할말이있음이라 3내가먼데서지식을취하고나

를지으신자에게의를돌려보내리라 4진실로내말

이거짓이아니라지식이구비한자가너와함께있느

니라 5하나님은전능하시나아무도멸시치아니하시

며그지능이무궁하사 6악인을살려두지않으시며

고난받는자를위하여신원하시며 7그눈을의인에게

서돌이키지아니하시고그를왕과함께영원히위에

앉히사존귀하게하시며 8혹시그들이누설에매이거

나환난의줄에얽혔으면 9그들의소행과허물을보이

사그교만한행위를알게하시고 10그들의귀를열어

교훈을듣게하시며명하여죄악에서돌아오게하시나

니 11만일그들이청종하여섬기면형통히날을보내

며즐거이해를지낼것이요 12만일그들이청종치아

니하면칼에망하며지식없이죽을것이니라 13마음

이사곡한자들은분노를쌓으며하나님께속박을받

을지라도도우심을구하지아니하나니 14그들은젊어

서죽으며그생명이남창과함께망하려니와 15하나

님은곤고한자를그곤고할즈음에구원하시며학대

당할즈음에그귀를여시나니 16그러므로하나님이

너를곤고함에서이끌어내사좁지않고넓은곳으로

옮기려하셨은즉무릇네상에차린것은살진것이되

었으리라 17이제는악인의받을벌이네게가득하였고

심판과공의가너를잡았나니 18너는분격함을인하여

징책을대적하지말라대속함을얻을일이큰즉스스

로그릇되게말지니라 19너의부르짖음이나너의세력

이어찌능히너의곤고한가운데서너로유익하게하

겠느냐 20너는밤곧인생이자기곳에서제함을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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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사모하지말것이니라 21삼가악으로치우치지말

라네가환난보다이것을택하였느니라 22하나님은그

권능으로큰일을행하시나니누가그같이교훈을베

풀겠느냐 23누가그를위하여그의길을정하였느냐

누가말하기를주께서불의를행하셨나이다할수있

으랴 24너는하나님의하신일찬송하기를잊지말지

니라인생이그일을노래하였느니라 25그일을모든

사람이우러러보나니먼데서도보느니라 26하나님은

크시니우리가그를알수없고그년수를계산할수없

느니라 27그가물을가늘게이끌어올리신즉그것이

안개되어비를이루고 28그것이공중에서내려사람

위에쏟아지느니라 29구름의폐임과그의장막의울리

는소리를누가능히깨달으랴 30그가번개빛으로자

기의사면에두르시며바다밑도가리우시며 31이런

것들로만민을징벌하시며이런것들로식물을풍비히

주시느니라 32그는번개빛으로그두손을싸시고그

것을명하사푯대를맞추게하시나니 33그울리는소

리가풍우를표시하고육축에게까지그올라오는것

을표시하느니라

37이로인하여내마음이떨며자기처소에서떠나느

니라 2하나님의음성곧그입에서나오는소리를들

으라들으라 3그소리를천하에퍼치시며번개빛으로

땅끝까지이르게하시고 4그후에음성을발하시며위

엄의울리는음성을내시고는그음성이들릴때에번

개빛을금치아니하시느니라 5하나님이기이하게음

성을울리시며우리의헤아릴수없는큰일을행하시

느니라 6눈을명하여땅에내리라하시며적은비와

큰비도그같이내리게하시느니라 7그가각사람의

손을봉하시나니이는그지으신모든사람으로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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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알게하려하심이니라 8짐승들은숨는곳으로들어

가서그굴에머물며 9남방밀실에서는광풍이이르고

북방에서는찬기운이이르며 10하나님의부시는기운

에얼음이얼고물의넓이가줄어지느니라 11그가습

기로빽빽한구름위에실으시고번개빛의구름을널

리펴신즉 12구름이인도하시는대로두루행하나니이

는무릇그의명하시는것을세계상에이루려함이라

13혹징벌을위하며혹토지를위하며혹긍휼베푸심

을위하여구름으로오게하시느니라 14욥이여이것을

듣고가만히서서하나님의기묘하신일을궁구하라

15하나님이어떻게이런것들에게명령하셔서그구름

의번개빛으로번쩍번쩍하게하시는지네가아느냐

16구름의평평하게뜬것과지혜가온전하신자의기

묘한일을네가아느냐 17남풍으로하여땅이고요할

때에네의복이따뜻한까닭을네가아느냐 18네가능

히그와함께하여부은거울같은견고한궁창을펼수

있느냐 19우리가그에게할말을너는우리에게가르

치라우리는어두워서진술하지못하겠노라 20내가말

하고싶은것을어찌그에게고할수있으랴어찌삼키

우기를바랄자가있으랴 21사람이어떤때는궁창의

광명을볼수없어도바람이지나가면맑아지느니라

22북방에서는금빛이나오나니하나님께는두려운위

엄이있느니라 23전능자를우리가측량할수없나니

그는권능이지극히크사심판이나무한한공의를굽

히지아니하심이라 24그러므로사람들은그를경외하

고그는마음에지혜롭다하는자를돌아보지아니하

시느니라

38때에여호와께서폭풍가운데로서욥에게말씀하

여가라사대 2무지한말로이치를어둡게하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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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3너는대장부처럼허리를묶고내가네게묻는

것을대답할지니라 4내가땅의기초를놓을때에네가

어디있었느냐네가깨달아알았거든말할지니라 5누

가그도량을정하였었는지누가그준승을그위에띄

웠었는지네가아느냐 6그주초는무엇위에세웠으며

그모퉁이돌은누가놓았었느냐 7그때에새벽별들

이함께노래하며하나님의아들들이다기쁘게소리

하였었느니라 8바닷물이태에서나옴같이넘쳐흐를

때에문으로그것을막은자가누구냐 9그때에내가

구름으로그의복을만들고흑암으로그강보를만들

고 10계한을정하여문과빗장을베풀고 11이르기를

네가여기까지오고넘어가지못하리니네교만한물

결이여기그칠지니라하였었노라 12네가나던날부터

아침을명하였었느냐새벽으로그처소를알게하여

13그것으로땅끝에비취게하고악인을그가운데서

구축한일이있었느냐 14땅이변화하여진흙에인친

것같고만물이옷같이나타나되 15악인에게는그빛

이금한바되고그들의높이든팔이꺾이느니라 16네

가바다근원에들어갔었느냐깊은물밑으로걸어다

녔었느냐 17사망의문이네게나타났었느냐사망의그

늘진문을네가보았었느냐 18땅의넓이를네가측량

하였었느냐다알거든말할지니라 19광명의처소는어

느길로가며흑암의처소는어디냐 20네가능히그지

경으로인도할수있느냐그집의길을아느냐 21네가

아마알리라네가그때에났었나니너의년수가많음

이니라 22네가눈곳간에들어갔었느냐우박창고를

보았느냐 23내가환난때와전쟁과격투의날을위하

여이것을저축하였노라 24광명이어느길로말미암아

뻗치며동풍이어느길로말미암아땅에흩어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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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누가폭우를위하여길을내었으며우뢰의번개길

을내었으며 26사람없는땅에, 사람없는광야에비를

내리고 27황무하고공허한토지를축축하게하고연한

풀이나게하였느냐 28비가아비가있느냐이슬방울

은누가낳았느냐 29얼음은뉘태에서났느냐공중의

서리는누가낳았느냐 30물이돌같이굳어지고해면

이어느니라 31네가묘성을매어떨기되게하겠느냐

삼성의띠를풀겠느냐 32네가열두궁성을때를따라

이끌어내겠느냐북두성과그속한별들을인도하겠느

냐 33네가하늘의법도를아느냐하늘로그권능을땅

에베풀게하겠느냐 34네소리를구름에올려큰물로

네게덮이게하겠느냐 35네가번개를보내어가게하

되그것으로네게우리가여기있나이다하게하겠느

냐 36가슴속의지혜는누가준것이냐마음속의총명

은누가준것이냐 37누가지혜로구름을계수하겠느

냐누가하늘의병을쏟아 38티끌로진흙을이루며흙

덩이로서로붙게하겠느냐 39네가암사자를위하여

식물을사냥하겠느냐젊은사자의식량을채우겠느냐

40그것들이굴에엎드리며삼림에누워서기다리는때

에니라 41까마귀새끼가하나님을향하여부르짖으며

먹을것이없어서오락가락할때에그것을위하여먹

을것을예비하는자가누구냐

39산염소가새끼치는때를네가아느냐암사슴의

새끼낳을기한을네가알수있느냐 2그것이몇달만

에만삭되는지아느냐그낳을때를아느냐 3그것들은

몸을구푸리고새끼를낳아그괴로움을지내어버리

며 4그새끼는강하여져서빈들에서길리우다가나가

고는다시돌아오지아니하느니라 5누가들나귀를놓

아자유하게하였느냐누가빠른나귀의매인것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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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느냐 6내가들로그집을, 짠땅으로그사는처소를

삼았느니라 7들나귀는성읍의지꺼리는것을업신여

기니어거하는자의지르는소리가그것에게들리지

아니하며 8초장이된산으로두루다니며여러가지

푸른것을찾느니라 9들소가어찌즐겨네게복종하며

네외양간에머물겠느냐 10네가능히줄로들소를매

어이랑을갈게하겠느냐그것이어찌골짜기에서너

를따라쓰레를끌겠느냐 11그것의힘이많다고네가

그것을의지하겠느냐네수고하는일을그것에게맡기

겠느냐 12그것이네곡식을집으로실어오며네타작

마당에곡식모으기를그것에게의탁하겠느냐 13타조

는즐거이그날개를친다마는그깃과털이인자를베

푸느냐 14그것이알을땅에버려두어모래에서더워지

게하고 15발에깨어질것이나들짐승에게밟힐것을

생각지아니하고 16그새끼에게무정함이제새끼가

아닌것처럼하며그구로한것이헛되게될지라도괘

념치아니하나니 17이는하나님내가지혜를품부하

지아니하고총명을주지아니함이니라 18그러나그

몸을떨쳐뛰어갈때에는말과그탄자를경히여기느

니라 19말의힘을네가주었느냐그목에흩날리는갈

기를네가입혔느냐 20네가그것으로메뚜기처럼뛰게

하였느냐그위엄스러운콧소리가두려우니라 21그것

이골짜기에서허위고힘있음을기뻐하며앞으로나

아가서군사들을맞되 22두려움을비웃고놀라지아니

하며칼을당할지라도물러나지아니하니 23그위에서

는전동과빛난작은창과큰창이쟁쟁하며 24땅을삼

킬듯이맹렬히성내며나팔소리를들으면머물러서

지아니하고 25나팔소리나는대로소소히울며멀리

서싸움냄새를맡고장관의호령과떠드는소리를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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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라 26매가떠올라서날개를펼쳐남방으로향하는

것이어찌네지혜로말미암음이냐 27독수리가공중에

떠서높은곳에보금자리를만드는것이어찌네명령

을의지함이냐 28그것이낭떠러지에집을지으며뾰족

한바위끝이나험준한데거하며 29거기서움킬만한

것을살피나니그눈이멀리봄이며 30그새끼들도피

를빠나니살륙당한자있는곳에는그것도거기있느

니라

40여호와께서또욥에게말씀하여가라사대 2변박

하는자가전능자와다투겠느냐하나님과변론하는자

는대답할지니라 3욥이여호와께대답하여가로되 4

나는미천하오니무엇이라주께대답하리이까손으로

내입을가릴뿐이로소이다 5내가한두번말하였사온

즉다시는더하지도아니하겠고대답지도아니하겠나

이다 6여호와께서푹풍가운데서욥에게말씀하여가

라사대 7너는대장부처럼허리를묶고내가네게묻는

것을대답할지니라 8네가내심판을폐하려느냐스스

로의롭다하려하여나를불의하다하느냐 9네가하

나님처럼팔이있느냐하나님처럼우렁차게울리는소

리를내겠느냐 10너는위엄과존귀로스스로꾸미며

영광과화미를스스로입을지니라 11너의넘치는노를

쏟아서교만한자를발견하여낱낱이낮추되 12곧모

든교만한자를발견하여낮추며악인을그처소에서

밟아서 13그들을함께진토에묻고그얼굴을싸서어

둑한곳에둘지니라 14그리하면네오른손이너를구

원할수있다고내가인정하리라 15이제소같이풀을

먹는하마를볼지어다내가너를지은것같이그것도

지었느니라 16그힘은허리에있고그세력은배의힘

줄에있고 17그꼬리치는것은백향목이흔들리는것



욥기 1058

같고그넓적다리힘줄은서로연락되었으며 18그뼈

는놋관같고그가릿대는철장같으니 19그것은하나

님의창조물중에으뜸이라그것을지은자가칼을주

었고 20모든들짐승의노는산은그것을위하여식물

을내느니라 21그것이연줄기아래나갈밭가운데나

못속에엎드리니 22연그늘이덮으며시내버들이둘

렀구나 23하수가창일한다할지라도그것이놀라지않

고요단강이불어그입에미칠지라도자약하니 24그것

이정신차리고있을때에누가능히잡을수있겠으며

갈고리로그코를꿸수있겠느냐

41네가능히낚시로악어를낚을수있겠느냐노끈으

로그혀를맬수있겠느냐 2줄로그코를꿸수있겠느

냐갈고리로그아가미를꿸수있겠느냐 3그것이어

찌네게연속간구하겠느냐유순한말로네게이야기

하겠느냐 4어찌너와계약하고영영히네종이되겠느

냐 5네가어찌새를놀리는것같이그것을놀리겠으며

네소녀들을위하여그것을매어두겠느냐 6어찌어부

의떼가그것으로상품을삼아상고들가운데나눌수

있겠느냐 7네가능히창으로그가죽을찌르거나작살

로그머리를찌를수있겠느냐 8손을그것에게좀대

어보라싸울일이생각나서다시는아니하리라 9잡으

려는소망은헛것이라그것을보기만하여도낙담하지

않겠느냐 10아무도그것을격동시킬용맹이없거든능

히나를당할자가누구냐 11누가먼저내게주고나로

갚게하였느냐온천하에있는것이다내것이니라 12

내가악어의지체와큰힘과훌륭한구조에대하여잠

잠치아니하리라 13누가그가죽을벗기겠으며그아

가미사이로들어가겠는고 14누가그얼굴의문을열

수있을까그두루있는이가두렵구나 15견고한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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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그의자랑이라서로연함이봉한것같구나 16이것

저것이한데붙었으니바람도그사이로들어가지못

하겠고 17서로연하여붙었으니능히나눌수도없구

나 18그것이재채기를한즉광채가발하고그눈은새

벽눈꺼풀이열림같으며 19그입에서는횃불이나오고

불똥이뛰어나며 20그콧구멍에서는연기가나오니마

치솥이끓는것과갈대의타는것같구나 21그숨이능

히숯불을피우니불꽃이그입에서나오며 22힘이그

목에뭉키었고두려움이그앞에서뛰는구나 23그살

의조각들이서로연하고그몸에견고하여움직이지

아니하며 24그마음이돌같이단단하니그단단함이

맷돌아랫짝같구나 25그것이일어나면용사라도두려

워하며경겁하여창황하며 26칼로칠지라도쓸데없고

창이나살이나작살도소용이없구나 27그것이철을

초개같이,놋을썩은나무같이여기니 28살이라도그

것으로도망하게못하겠고물매돌도그것에게는겨같

이여기우는구나 29몽둥이도검불같이보고창을던

짐을우습게여기며 30그배아래는날카로운와륵같

으니진흙위에타작기계같이자취를내는구나 31깊

은물로솥의물이끓음같게하며바다로젖는향기름

같게하고 32자기뒤에광채나는길을내니사람의보

기에바닷물이백발같구나 33땅위에는그것같은것

이없나니두려움없게지음을받았음이라 34모든높

은것을낮게보고모든교만한것의왕이되느니라

42욥이여호와께대답하여가로되 2주께서는무소

불능하시오며무슨경영이든지못이루실것이없는줄

아오니 3무지한말로이치를가리우는자가누구니이

까내가스스로깨달을수없는일을말하였고스스로

알수없고헤아리기어려운일을말하였나이다 4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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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겠사오니주여들으시고내가주께묻겠사오니주

여내게알게하옵소서 5내가주께대하여귀로듣기

만하였삽더니이제는눈으로주를뵈옵나이다 6그러

므로내가스스로한하고티끌과재가운데서회개하

나이다 7여호와께서욥에게이말씀을하신후에데만

사람엘리바스에게이르시되내가너와네두친구에

게노하나니이는너희가나를가리켜말한것이내종

욥의말같이정당하지못함이니라 8그런즉너희는수

송아지일곱과수양일곱을취하여내종욥에게가서

너희를위하여번제를드리라내종욥이너희를위하

여기도할것인즉내가그를기쁘게받으리니너희의

우매한대로너희에게갚지아니하리라이는너희가나

를가리켜말한것이내종욥의말같이정당하지못함

이니라 9이에데만사람엘리바스와수아사람빌닷과

나아마사람소발이가서여호와께서자기들에게명하

신대로행하니라여호와께서욥을기쁘게받으셨더라

10욥이그벗들을위하여빌매여호와께서욥의곤경

을돌이키시고욥에게그전소유보다갑절이나주신지

라 11이에그의모든형제와자매와및전에알던자들

이다와서그집에서그와함께식물을먹고여호와께

서그에게내리신모든재앙에대하여그를위하여슬

퍼하며위로하고각각금한조각과금고리하나씩주

었더라 12여호와께서욥의모년에복을주사처음복

보다더하게하시니그가양일만사천과약대육천과

소일천겨리와암나귀일천을두었고 13또아들일곱

과딸셋을낳았으며 14그가첫째딸은여미마라이름

하였고둘째딸은긋시아라이름하였고세째딸은게

렌합북이라이름하였으며 15전국중에욥의딸들처럼

아리따운여자가없었더라그아비가그들에게그오



욥기 1061

라비처럼산업을주었더라 16그후에욥이일백사십

년을살며아들과손자사대를보았고 17나이늙고기

한이차서죽었더라



시편 1062

시편
1복있는사람은악인의꾀를좇지아니하며죄인의

길에서지아니하며오만한자의자리에앉지아니하

고 2오직여호와의율법을즐거워하여그율법을주야

로묵상하는자로다 3저는시냇가에심은나무가시절

을좇아과실을맺으며그잎사귀가마르지아니함같

으니그행사가다형통하리로다 4악인은그렇지않음

이여오직바람에나는겨와같도다 5그러므로악인이

심판을견디지못하며죄인이의인의회중에들지못

하리로다 6대저의인의길은여호와께서인정하시나

악인의길은망하리로다

2어찌하여열방이분노하며민족들이허사를경영하

는고 2세상의군왕들이나서며관원들이서로꾀하여

여호와와그기름받은자를대적하며 3우리가그맨

것을끊고그결박을벗어버리자하도다 4하늘에계

신자가웃으심이여! 주께서저희를비웃으시리로다 5

그때에분을발하며진노하사저희를놀래어이르시

기를 6내가나의왕을내거룩한산시온에세웠다하

시리로다 7내가영을전하노라여호와께서내게이르

시되너는내아들이라오늘날내가너를낳았도다 8

내게구하라내가열방을유업으로주리니네소유가

땅끝까지이르리로다 9네가철장으로저희를깨뜨림

이여질그릇같이부수리라하시도다 10그런즉군왕들

아! 너희는지혜를얻으며세상의관원들아! 교훈을받

을지어다 11여호와를경외함으로섬기고떨며즐거워

할지어다 12그아들에게입맞추라그렇지아니하면진

노하심으로너희가길에서망하리니그진노가급하심

이라여호와를의지하는자는다복이있도다



시편 1063

3 (다윗이그아들압살롬을피할때에지은시)여호와

여, 나의대적이어찌그리많은지요일어나나를치는

자가많소이다 2많은사람이있어나를가리켜말하기

를저는하나님께도움을얻지못한다하나이다 (셀라)

3여호와여, 주는나의방패시요나의영광이시요나의

머리를드시는자니이다 4내가나의목소리로여호와

께부르짖으니그성산에서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

내가누워자고깨었으니여호와께서나를붙드심이로

다내가누워자고깨었으니여호와께서나를붙드심

이로다 6천만인이나를둘러치려하여도나는두려워

아니하리이다 7여호와여, 일어나소서나의하나님이

여, 나를구원하소서주께서나의모든원수의뺨을치

시며악인의이를꺽으셨나이다 8구원은여호와께있

사오니주의복을주의백성에게내리소서 (셀라)

4 (다윗의시. 영장으로현악에맞춘노래) 내의의하

나님이여, 내가부를때에응답하소서곤란중에나를

너그럽게하셨사오니나를긍휼히여기사나의기도를

들으소서 2인생들아! 어느때까지나의영광을변하여

욕되게하며허사를좋아하고궤휼을구하겠는고 (셀

라) 3여호와께서자기를위하여경건한자를택하신

줄너희가알지어다내가부를때에여호와께서들으

시리로다 4너희는떨며범죄치말지어다자리에누워

심중에말하고잠잠할지어다 (셀라) 5의의제사를드

리고여호와를의뢰할지어다 6여러사람의말이우리

에게선을보일자누구뇨하오니여호와여, 주의얼굴

을들어우리에게비취소서 7주께서내마음에두신

기쁨은저희의곡식과새포도주의풍성할때보다더

하니이다 8내가평안히눕고자기도하리니나를안전

히거하게하시는이는오직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064

5 (다윗의시. 영장으로관악에맞춘노래) 여호와여,

나의말에귀를기울이사나의심사를통촉하소서 2나

의왕, 나의하나님이여, 나의부르짖는소리를들으소

서내가주께기도하나이다 3여호와여, 아침에주께서

나의소리를들으시리니아침에내가주께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주는죄악을기뻐하는신이아니시니악

이주와함께유하지못하며 5오만한자가주의목전

에서지못하리이다주는모든행악자를미워하시며 6

거짓말하는자를멸하시리이다여호와께서는피흘리

기를즐기고속이는자를싫어하시나이다 7오직나는

주의풍성한인자를힘입어주의집에들어가주를경

외함으로성전을향하여경배하리이다 8여호와여, 나

의원수들을인하여주의의로나를인도하시고주의

길을내목전에곧게하소서 9저희입에신실함이없

고저희심중이심히악하며저희목구멍은열린무덤

같고저희혀로는아첨하나이다 10하나님이여,저희를

정죄하사자기꾀에빠지게하시고그많은허물로인

하여저희를쫓아내소서저희가주를배역함이니이다

11오직주에게피하는자는다기뻐하며주의보호로

인하여영영히기뻐외치며주의이름을사랑하는자

들은주를즐거워하리이다 12여호와여,주는의인에게

복을주시고방패로함같이은혜로저를호위하시리

이다

6 (다윗의시. 영장으로현악스미닛에맞춘노래)여호

와여, 주의분으로나를견책하지마옵시며주의진노

로나를징계하지마옵소서 2여호와여, 내가수척하였

사오니긍휼히여기소서여호와여,나의뼈가떨리오

니나를고치소서 3나의영혼도심히떨리나이다여호

와여,어느때까지니이까? 4여호와여,돌아와나의영



시편 1065

혼을건지시며주의인자하심을인하여나를구원하소

서 5사망중에서는주를기억함이없사오니음부에서

주께감사할자누구리이까? (Sheol h7585) 6내가탄식함

으로곤핍하여밤마다눈물로내침상을띄우며내요

를적시나이다 7내눈이근심을인하여쇠하며내모

든대적을인하여어두웠나이다 8행악하는너희는다

나를떠나라여호와께서내곡성을들으셨도다 9여호

와께서내간구를들으셨음이여여호와께서내기도를

받으시로다 10내모든원수가부끄러움을당하고심히

떪이여홀연히부끄러워물러가리로다

7 (다윗의식가욘. 베냐민인구시의말에대하여여호

와께한노래)여호와내하나님이여, 주께피하오니나

를쫓는모든자에게서나를구하여건지소서 2건져낼

자없으면저희가사자같이나를찢고뜯을까하나이

다 3여호와내하나님이여,내가이것을행하였거나

내손에죄악이있거나 4화친한자를악으로갚았거나

내대적에게무고히빼앗았거든 5원수로나의영혼을

쫓아잡아내생명을땅에짓밟고내영광을진토에떨

어뜨리게하소서 (셀라) 6여호와여,진노로일어나사

내대적들의노를막으시며나를위하여깨소서주께

서심판을명하셨나이다 7민족들의집회로주를두르

게하시고그위높은자리에돌아오소서 8여호와께서

만민에게심판을행하시오니여호와여,나의의와내

게있는성실함을따라나를판단하소서 9악인의악을

끊고의인을세우소서의로우신하나님이사람의심장

을감찰하시나이다 10나의방패는마음이정직한자를

구원하시는하나님께있도다 11하나님은의로우신재

판장이심이여,매일분노하시는하나님이시로다 12사

람이회개치아니하면저가그칼을갈으심이여그활



시편 1066

을이미당기어예비하셨도다 13죽일기계를또한예

비하심이여그만든살은화전이로다 14악인이죄악을

해산함이여잔해를잉태하며궤휼을낳았도다 15저가

웅덩이를파만듦이여제가만든함정에빠졌도다 16

그잔해는자기머리로돌아오고그포학은자기정수

리에내리리로다 17내가여호와의의를따라감사함이

여지극히높으신여호와의이름을찬양하리로다!

8 (다윗의시. 영장으로깃딧에맞춘노래)여호와우리

주여, 주의이름이온땅에어찌그리아름다운지요주

의영광을하늘위에두셨나이다 2주의대적을인하여

어린아이와젖먹이의입으로말미암아권능을세우심

이여이는원수와보수자로잠잠케하려하심이니이다

3주의손가락으로만드신주의하늘과주의베풀어두

신달과별들을내가보오니 4사람이무엇이관대주께

서저를권고하시나이까 5저를천사보다조금못하게

하시고영화와존귀로관을씌우셨나이다 6주의손으

로만드신것을다스리게하시고만물을그발아래두

셨으니 7곧모든우양과들짐승이며 8여호와우리주

여, 주의이름이온땅에어찌그리아름다운지요

9 (다윗의시. 영장으로뭇랍벤에맞춘노래)내가전심

으로여호와께감사하오며주의모든기사를전하리이

다 2내가주를기뻐하고즐거워하며지극히높으신주

의이름을찬송하리니 3내원수들이물러갈때에주의

앞에서넘어져망함이니이다 4주께서나의의와송사

를변호하셨으며보좌에앉으사의롭게심판하셨나이

다 5열방을책하시고악인을멸하시며저희이름을영

영히도말하셨나이다 6원수가끊어져영영히멸망하

셨사오니주께서무너뜨린성읍들을기억할수없나이

다 7여호와께서영영히앉으심이여심판을위하여보



시편 1067

좌를예비하셨도다 8공의로세계를심판하심이여정

직으로만민에게판단을행하시리로다 9여호와는또

압제를당하는자의산성이시요환난때의산성이시로

다 10여호와여, 주의이름을아는자는주를의지하오

리니이는주를찾는자들을버리지아니하심이니이다

11너희는시온에거하신여호와를찬송하며그행사를

백성중에선포할지어다 12피흘림을심문하시는이가

저희를기억하심이여가난한자의부르짖음을잊지아

니하시도다 13여호와여, 나를긍휼히여기소서나를

사망의문에서일으키시는주여,미워하는자에게받

는나의곤고를보소서 14그리하시면내가주의찬송

을다전할것이요딸같은시온의문에서주의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열방은자기가판웅덩이에빠짐이여

그숨긴그물에자기발이걸렸도다 16여호와께서자

기를알게하사심판을행하셨음이여악인은그손으

로행한일에스스로얽혔도다 (힉가욘. (셀라) 17악인

이음부로돌아감이여하나님을잊어버린모든열방이

그리하리로다 (Sheol h7585) 18궁핍한자가항상잊어버

림을보지아니함이여가난한자가영영히실망치아

니하리로다 19여호와여,일어나사인생으로승리를얻

지못하게하시며열방으로주의목전에심판을받게

하소서 20여호와여, 저희로두렵게하시며열방으로

자기는인생뿐인줄알게하소서 (셀라)

10여호와여, 어찌하여멀리서시며어찌하여환난때

에숨으시나이까 2악한자가교만하여가련한자를심

히군박하오니저희로자기의베푼꾀에빠지게하소

서 3악인은그마음의소욕을자랑하며탐리하는자는

여호와를배반하여멸시하나이다 4악인은그교만한

얼굴로말하기를여호와께서이를감찰치아니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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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그모든사상에하나님이없다하나이다 5저의

길은언제든지견고하고주의심판은높아서저의안

력이미치지못하오며저는그모든대적을멸시하며 6

그마음에이르기를나는요동치아니하며대대로환

난을당치아니하리라하나이다 7그입에는저주와궤

휼과포학이충만하며혀밑에는잔해와죄악이있나

이다 8저가향촌유벽한곳에앉으며그은밀한곳에

서무죄한자를죽이며그눈은외로운자를엿보나이

다 9사자가그굴혈에엎드림같이저가은밀한곳에

엎드려가련한자를잡으려고기다리며자기그물을

끌어가련한자를잡나이다 10저가구푸려엎드리니

그강포로인하여외로운자가넘어지나이다 11저의

마음에이르기를하나님이잊으셨고그얼굴을가리우

셨으니영원히보지아니하시리라하나이다 12주께서

생명의길로내게보이시리니주의앞에는기쁨이충

만하고주의우편에는영원한즐거움이있나이다주께

서생명의길로내게보이시리니주의앞에는기쁨이

충만하고주의우편에는영원한즐거움이있나이다저

의마음에이르기를하나님이잊으셨고그얼굴을가

리우셨으니영원히보지아니하시리라하나이다여호

와여,일어나옵소서하나님이여,손을드옵소서가난

한자를잊지마옵소서 13어찌하여악인이하나님을

멸시하여그마음에이르기를주는감찰치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4주께서는보셨나이다잔해와원한을감찰

하시고주의손으로갚으려하시오니외로운자가주

를의지하나이다주는벌써부터고아를도우시는자니

이다 15악인의팔을꺽으소서악한자의악을없기까

지찾으소서 16여호와께서는영원무궁토록왕이시니

열방이주의땅에서멸망하였나이다 17여호와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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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자의소원을들으셨으니저희마음을예비하시

며귀를기울여들으시고 18고아와압박당하는자를

위하여심판하사세상에속한자로다시는위협지못

하게하시리이다

11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내가여호와께피하

였거늘너희가내영혼더러새같이네산으로도망하

라함은어찜인고 2악인이활을당기고살을시위에

먹임이여마음이바른자를어두운데서쏘려하는도

다 3터가무너지면의인이무엇을할꼬 4여호와께서

그성전에계시니여호와의보좌는하늘에있음이여

그눈이인생을통촉하시고그안목이저희를감찰하

시도다 5여호와는의인을감찰하시고악인과강포함

을좋아하는자를마음에미워하시도다 6악인에게그

물을내려치시리니불과유황과태우는바람이저희

잔의소득이되리로다 7여호와는의로우사의로운일

을좋아하시나니정직한자는그얼굴을뵈오리로다

12 (다윗의시. 영장으로스미닛에맞춘노래)여호와

여, 도우소서경건한자가끊어지며충실한자가인생

중에없어지도소이다 2저희가이웃에게각기거짓말

을말함이여아첨하는입술과두마음으로말하는도다

3여호와께서모든아첨하는입술과자랑하는혀를끊

으시리니 4저희가말하기를우리의혀로이길지라우

리입술은우리것이니우리를주관할자누구리요함

이로다 5여호와의말씀에가련한자의눌림과궁핍한

자의탄식을인하여내가이제일어나저를그원하는

안전지대에두리라하시도다 6여호와의말씀은순결

함이여흙도가니에일곱번단련한은같도다 7여호와

여,저희를지키사이세대로부터영영토록보존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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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다 8비루함이인생중에높아지는때에악인이처

처에횡행하는도다

13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 여호와여, 어느때

까지니이까나를영영히잊으시나이까주의얼굴을나

에게서언제까지숨기시겠나이까 2내가나의영혼에

경영하고종일토록마음에근심하기를어느때까지하

오며내원수가나를쳐서자긍하기를어느때까지하

리이까 3여호와내하나님이여, 나를생각하사응답하

시고나의눈을밝히소서두렵건대내가사망의잠을

잘까하오며 4두렵건대나의원수가이르기를내가저

를이기었다할까하오며내가요동될때에나의대적

들이기뻐할까하나이다 5나는오직주의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내마음은주의구원을기뻐하리이다

6내가여호와를찬송하리니이는나를후대하심이로

다

14 (다윗의시.영장으로한노래)어리석은자는그마

음에이르기를하나님이없다하도다저희는부패하고

소행이가증하여선을행하는자가없도다 2여호와께

서하늘에서인생을굽어살피사지각이있어하나님

을찾는자가있는가보려하신즉 3다치우쳤으며함

께더러운자가되고선을행하는자가없으니하나도

없도다 4죄악을행하는자는다무지하뇨저희가떡먹

듯이내백성을먹으면서여호와를부르지아니하는도

다 5저희가거기서두려워하고두려워하였으니하나

님이의인의세대에계심이로다 6너희가가난한자의

경영을부끄럽게하나오직여호와는그피난처가되

시도다 7이스라엘의구원이시온에서나오기를원하

도다여호와께서그백성의포로된것을돌이키실때

에야곱이즐거워하고이스라엘이기뻐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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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윗의시)여호와여,주의장막에유할자누구오

며주의성산에거할자누구오니이까 2정직하게행하

며공의를일삼으며그마음에진실을말하며 3그혀

로참소치아니하고그벗에게행악지아니하며그이

웃을훼방치아니하며 4그눈은망령된자를멸시하며

여호와를두려워하는자를존대하며그마음에서원한

것은해로울지라도변치아니하며 5그혀로참소치아

니하고그벗에게행악지아니하며그이웃을훼방치

아니하며그눈은망령된자를멸시하며여호와를두

려워하는자를존대하며그마음에서원한것은해로

울지라도변치아니하며변리로대금치아니하며뇌물

을받고무죄한자를해치아니하는자니이런일을행

하는자는영영히요동치아니하리이다

16 (다윗의믹담) 하나님이여, 나를보호하소서내가

주께피하나이다 2내가여호와께아뢰되주는나의주

시오니주밖에는나의복이없다하였나이다 3땅에

있는성도는존귀한자니나의모든즐거움이저희에

게있도다 4다른신에게예물을드리는자는괴로움이

더할것이라나는저희가드리는피의전제를드리지

아니하며내입술로그이름도부르지아니하리로다 5

여호와는나의산업과나의잔의소득이시니나의분

깃을지키시나이다 6내게줄로재어준구역은아름다

운곳에있음이여나의기업이실로아름답도다 7나를

훈계하신여호와를송축할지라! 밤마다내심장이나

를교훈하도다 8내가여호와를항상내앞에모심이여

그가내우편에계시므로내가요동치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내마음이기쁘고내영광도즐거워하며내

육체도안전히거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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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윗의기도) 여호와여, 정직함을들으소서나의

부르짖음에주의하소서거짓되지않은입술에서나오

는내기도에귀를기울이소서 2나의판단을주앞에

서내시며주의눈은공평함을살피소서 3주께서내

마음을시험하시고밤에나를권고하시며나를감찰하

셨으나흠을찾지못하셨으니내가결심하고입으로

범죄치아니하리이다 4사람의행사로논하면나는주

의입술의말씀을좇아스스로삼가서강포한자의길

에행치아니하였사오며 5나의걸음이주의길을굳게

지키고실족지아니하였나이다 6하나님이여, 내게응

답하시겠는고로내가불렀사오니귀를기울여내말을

들으소서 7주께피하는자를그일어나치는자에게서

오른손으로구원하시는주여,주의기이한인자를나

타내소서 8나를눈동자같이지키시고주의날개그늘

아래감추사 9나를압제하는악인과나를에워싼극한

원수에게서벗어나게하소서 10저희가자기기름에잠

겼으며그입으로교만히말하나이다 11이제우리의

걸어가는것을저희가에워싸며주목하고땅에넘어

뜨리려하나이다 12저는그움킨것을찢으려하는사

자같으며은밀한곳에엎드린젊은사자같으니이다

13여호와여, 일어나저를대항하여넘어뜨리시고주의

칼로악인에게서나의영혼을구원하소서 14여호와여,

금생에서저희분깃을받은세상사람에게서나를주

의손으로구하소서그는주의재물로배를채우심을

입고자녀로만족하고그남은산업을그어린아이들

에게유전하는자니이다 15나는의로운중에주의얼

굴을보리니깰때에주의형상으로만족하리이다

18 (여호와의종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 여호와

께서다윗을그모든원수와사울의손에서구원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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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다윗이이노래의말로여호와께아뢰어가로되)

나의힘이되신여호와여,내가주를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는나의반석이시요, 나의요새시요, 나를건지

시는자시요, 나의하나님이시요, 나의피할바위시요,

나의방패시요, 나의구원의뿔이시요, 나의산성이시

로다 3내가찬송받으실여호와께아뢰리니내원수들

에게서구원을얻으리로다 4사망의줄이나를얽고불

의의창수가나를두렵게하였으며 5음부의줄이나를

두르고사망의올무가내게이르렀도다 (Sheol h7585) 6내

가환난에서여호와께아뢰며나의하나님께부르짖었

더니저가그전에서내소리를들으심이여그앞에서

나의부르짖음이그귀에들렸도다 7이에땅이진동하

고산의터도요동하였으니그의진노를인함이로다 8

그코에서연기가오르고입에서불이나와사름이여

그불에숯이피었도다 9저가또하늘을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그발아래는어둑캄캄하도다 10그룹을타

고날으심이여바람날개로높이뜨셨도다 11저가흑

암으로그숨는곳을삼으사장막같이자기를두르게

하심이여곧물의흑암과공중의빽빽한구름으로그

리하시도다 12그앞에광채로인하여빽빽한구름이

지나며우박과숯불이내리도다 13여호와께서하늘에

서뇌성을발하시고지존하신자가음성을내시며우

박과숯불이내리도다 14그살을날려저희를흩으심

이여많은번개로파하셨도다 15이럴때에여호와의

꾸지람과콧김을인하여물밑이드러나고세상의터가

나타났도다 16저가위에서보내사나를취하심이여많

은물에서나를건져내셨도다 17나를강한원수와미

워하는자에게서건지셨음이여저희는나보다힘센연

고로다 18저희가나의재앙의날에내게이르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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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나의의지가되셨도다 19나를또넓은곳

으로인도하시고나를기뻐하심으로구원하셨도다 20

여호와께서내의를따라상주시며내손의깨끗함을

좇아갚으셨으니 21이는내가여호와의도를지키고

악하게내하나님을떠나지아니하였으며 22그모든

규례가내앞에있고내게서그율례를버리지아니하

였음이로다 23내가또한그앞에완전하여나의죄악

에서스스로지켰나니 24그러므로여호와께서내의를

따라갚으시되그목전에내손의깨끗한대로내게갚

으셨도다 25자비한자에게는주의자비하심을나타내

시며완전한자에게는주의완전하심을보이시며 26깨

끗한자에게는주의깨끗하심을보이시며사특한자에

게는주의거스리심을보이시리니 27주께서곤고한백

성은구원하시고교만한눈은낮추시리이다 28주께서

나의등불을켜심이여, 여호와내하나님이내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내가주를의뢰하고적군에달리며내

하나님을의지하고담을뛰어넘나이다 30하나님의도

는완전하고여호와의말씀은정미하니저는자기에게

피하는모든자의방패시로다 31여호와외에누가하

나님이며우리하나님외에누가반석이뇨 32이하나

님이힘으로내게띠띠우시며내길을완전케하시며

33나의발로암사슴발같게하시며나를나의높은곳

에세우시며 34내손을가르쳐싸우게하시니내팔이

놋활을당기도다 35주께서또주의구원하는방패를

내게주시며주의오른손이나를붙들고주의온유함

이나를크게하셨나이다 36내걸음을넓게하셨고나

로실족지않게하셨나이다 37내가내원수를따라미

치리니저희가망하기전에는돌이키지아니하리이다

38내가저희를쳐서능히일어나지못하게하리니저



시편 1075

희가내발아래엎드러지리이다 39대저주께서나로

전쟁케하려고능력으로내게띠띠우사일어나나를

치는자로내게굴복케하셨나이다 40주께서또내원

수들로등을내게로향하게하시고나로나를미워하

는자를끊어버리게하셨나이다 41저희가부르짖으나

구원할자가없었고여호와께부르짖어도대답지아니

하셨나이다 42내가저희를바람앞에티끌같이부숴

뜨리고거리의진흙같이쏟아버렸나이다 43주께서

나를백성의다툼에서건지시고열방의으뜸을삼으셨

으니내가알지못하는백성이나를섬기리이다 44저

희가내풍성을들은즉시로내게순복함이여이방인

들이내게복종하리로다 45이방인들이쇠미하여그견

고한곳에서떨며나오리로다 46여호와는생존하시니

나의반석을찬송하며내구원의하나님을높일지로다

47이하나님이나를위하여보수하시고민족들로내게

복종케하시도다 48주께서나를내원수들에게서구조

하시니주께서실로나를대적하는자의위에나를드

시고나를강포한자에게서건지시나이다 49여호와여,

이러므로내가열방중에서주께감사하며주의이름

을찬송하리이다 50여호와께서그왕에게큰구원을

주시며기름부음받은자에게인자를베푸심이여영

영토록다윗과그후손에게로다

19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하늘이하나님의영

광을선포하고궁창이그손으로하신일을나타내는

도다 2날은날에게말하고밤은밤에게지식을전하니

3언어가없고들리는소리도없으나 4그소리가온땅

에통하고그말씀이세계끝까지이르도다하나님이

해를위하여하늘에장막을베푸셨도다 5해는그방에

서나오는신랑과같고그길을달리기기뻐하는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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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6하늘이끝에서나와서하늘저끝까지운행

함이여그온기에서피하여숨은자없도다 7여호와의

율법은완전하여영혼을소성케하고여호와의증거는

확실하여우둔한자로지혜롭게하며 8여호와의교훈

은정직하여마음을기쁘게하고여호와의계명은순

결하여눈을밝게하도다 9여호와를경외하는도는정

결하여영원까지이르고여호와의규례는확실하여다

의로우니 10금곧많은정금보다더사모할것이며꿀

과송이꿀보다더달도다 11또주의종이이로경계를

받고이를지킴으로상이크니이다 12자기허물을능

히깨달을자누구리요나를숨은허물에서벗어나게

하소서 13또주의종으로고범죄를짓지말게하사그

죄가나를주장치못하게하소서그리하시면내가정

직하여큰죄과에서벗어나겠나이다 14나의반석이시

요나의구속자이신여호와여, 내입의말과마음의묵

상이주의앞에열납되기를원하나이다

20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환난날에여호와께

서네게응답하시고야곱의하나님의이름이너를높

이드시며 2성소에서너를도와주시고시온에서너를

붙드시며 3네모든소제를기억하시며네번제를받으

시기를원하노라 (셀라) 4네마음의소원대로허락하

시고네모든도모를이루시기를원하노라 5우리가너

의승리로인하여개가를부르며우리하나님의이름

으로우리기를세우리니여호와께서네모든기도를

이루시기를원하노라 6여호와께서자기에게속한바

기름부음받은자를구원하시는줄이제내가아노니

그오른손에구원하는힘으로그거룩한하늘에서저

에게응락하시리로다 7혹은병거혹은말을의지하나

우리는여호와우리하나님의이름을자랑하리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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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굽어엎드러지고우리는일어나바로서도다 9

여호와여,구원하소서우리가부를때에왕은응락하

소서

21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 여호와여, 왕이주

의힘을인하여기뻐하며주의구원을인하여크게즐

거워하리이다 2그마음의소원을주셨으며그입술의

구함을거절치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주의아름다

운복으로저를영접하시고정금면류관을그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저가생명을구하매주께서주셨으니

곧영영한장수로소이다 5주의구원으로그영광을크

게하시고존귀와위엄으로저에게입히시나이다 6저

로영영토록지극한복을받게하시며주의앞에서기

쁘고즐겁게하시나이다 7왕이여호와를의지하오니

지극히높으신자의인자함으로요동치아니하리이다

8네손이네모든원수를발견함이여네오른손이너를

미워하는자를발견하리로다 9네가노할때에저희로

풀무같게할것이라여호와께서진노로저희를삼키

시리니불이저희를소멸하리로다 10네가저희후손을

땅에서멸함이여저희자손을인생중에서끊으리로다

11대저저희는너를해하려하여계교를품었으나이루

지못하도다 12네가저희로돌아서게함이여그얼굴

을향하여활시위를당기리로다 13여호와여, 주의능

력으로높임을받으소서! 우리가주의권능을노래하

고칭송하겠나이다

22 (다윗의시. 영장으로아앨렛샤할에맞춘노래)내

하나님이여,내하나님이여,어찌나를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멀리하여돕지아니하옵시며내신음하는

소리를듣지아니하시나이까? 2내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부르짖고밤에도잠잠치아니하오나응답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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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시나이다 3이스라엘의찬송중에거하시는주여,

주는거룩하시니이다 4우리열조가주께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저희를건지셨나이다 5저희가주께

부르짖어구원을얻고주께의뢰하여수치를당치아

니하였나이다 6나는벌레요사람이아니라사람의훼

방거리요백성의조롱거리니이다 7나를보는자는다

비웃으며입술을비쭉이고머리를흔들며말하되 8저

가여호와께의탁하니구원하실걸,저를기뻐하시니

건지실걸하나이다 9오직주께서나를모태에서나오

게하시고내모친의젖을먹을때에의지하게하셨나

이다 10내가날때부터주께맡긴바되었고모태에서

나올때부터주는내하나님이되셨사오니 11나를멀

리하지마옵소서환난이가깝고도울자없나이다 12

많은황소가나를에워싸며바산의힘센소들이나를

둘렀으며 13내게그입을벌림이찢고부르짖는사자

같으니이다 14나는물같이쏟아졌으며내모든뼈는

어그러졌으며내마음은촛밀같아서내속에서녹았

으며 15내힘이말라질그릇조각같고내혀가잇틀에

붙었나이다주께서또나를사망의진토에두셨나이다

16개들이나를에워쌌으며악한무리가나를둘러내

수족을찔렀나이다 17내가내모든뼈를셀수있나이

다저희가나를주목하여보고 18내겉옷을나누며속

옷을제비뽑나이다 19여호와여,멀리하지마옵소서나

의힘이시여, 속히나를도우소서 20내영혼을칼에서

건지시며내유일한것을개의세력에서구하소서 21

나를사자입에서구하소서주께서내게응락하시고

들소뿔에서구원하셨나이다 22내가주의이름을형제

에게선포하고회중에서주를찬송하리이다 23여호와

를두려워하는너희여,그를찬송할지어다야곱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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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자손이여,그에게영광을돌릴지어다너희이스라

엘모든자손이여, 그를경외할지어다 24그는곤고한

자의곤고를멸시하거나싫어하지아니하시며그얼굴

을저에게서숨기지아니하시고부르짖을때에들으셨

도다 25대회중에나의찬송은주께로서온것이니주

를경외하는자앞에서나의서원을갚으리이다 26겸

손한자는먹고배부를것이며여호와를찾는자는그

를찬송할것이라너희마음은영원히살지어다 27땅

의모든끝이여호와를기억하고돌아오며열방의모

든족속이주의앞에경배하리니 28나라는여호와의

것이요여호와는열방의주재심이로다 29세상의모든

풍비한자가먹고경배할것이요진토에내려가는자

곧자기영혼을살리지못할자도다그앞에절하리로

다 30후손이그를봉사할것이요대대에주를전할것

이며 31와서그공의를장차날백성에게전함이여주

께서이를행하셨다할것이로다

23 (다윗의시) 여호와는나의목자시니내가부족함

이없으리로다 2그가나를푸른초장에누이시며쉴만

한물가으로인도하시는도다 3내영혼을소생시키시

고자기이름을위하여의의길로인도하시는도다 4내

가사망의음침한골짜기로다닐지라도해를두려워하

지않을것은주께서나와함께하심이라주의지팡이

와막대기가나를안위하시나이다 5주께서내원수의

목전에서내게상을베푸시고기름으로내머리에바

르셨으니내잔이넘치나이다 6나의평생에선하심과

인자하심이정녕나를따르리니내가여호와의집에

영원히거하리로다

24 (다윗의시)땅과거기충만한것과세계와그중에

거하는자가다여호와의것이로다 2여호와께서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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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바다위에세우심이여강들위에건설하셨도다 3여

호와의산에오를자누구며그거룩한곳에설자가누

군고 4곧손이깨끗하며마음이청결하며뜻을허탄한

데두지아니하며거짓맹세치아니하는자로다 5저는

여호와께복을받고구원의하나님께의를얻으리니 6

이는여호와를찾는족속이요야곱의하나님의얼굴을

구하는자로다 (셀라) 7문들아너희머리를들지어다!

영원한문들아들릴지어다! 영광의왕이들어가시리

로다 8영광의왕이뉘시뇨강하고능한여호와시요전

쟁에능한여호와시로다 9문들아너희머리를들지어

다! 영원한문들아들릴지어다! 영광의왕이들어가시

리로다 10영광의왕이뉘시뇨만군의여호와께서곧

영광의왕이시로다 (셀라)

25 (다윗의시)여호와여,나의영혼이주를우러러보

나이다 2나의하나님이여, 내가주께의지하였사오니

나로부끄럽지않게하시고나의원수로나를이기어

개가를부르지못하게하소서 3주를바라는자는수치

를당하지아니하려니와무고히속이는자는수치를

당하리이다 4여호와여, 주의도를내게보이시고주의

길을내게가르치소서 5주의진리로나를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주는내구원의하나님이시니내가종일

주를바라나이다 6여호와여, 주의긍휼하심과인자하

심이영원부터있었사오니주여, 이것을기억하옵소서

7여호와여, 내소시의죄와허물을기억지마시고주의

인자하심을따라나를기억하시되주의선하심을인하

여하옵소서 8여호와는선하시고정직하시니그러므

로그도로죄인을교훈하시리로다 9온유한자를공의

로지도하심이여온유한자에게그도를가르치시리로

다 10여호와의모든길은그언약과증거를지키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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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인자와진리로다 11여호와여, 나의죄악이중대

하오니주의이름을인하여사하소서 12여호와를경외

하는자누구뇨?그택할길을저에게가르치시리로다

13저의영혼은평안히거하고그자손은땅을상속하

리로다 14여호와의친밀함이경외하는자에게있음이

여그언약을저희에게보이시리로다 15내눈이항상

여호와를앙망함은내발을그물에서벗어나게하실

것임이로다 16주여, 나는외롭고괴롭사오니내게돌

이키사나를긍휼히여기소서 17내마음의근심이많

사오니나를곤난에서끌어내소서 18나의곤고와환

난을보시고내모든죄를사하소서 19내원수를보소

서저희가많고나를심히미워함이니이다 20내영혼

을지켜나를구원하소서내가주께피하오니수치를

당치말게하소서 21내가주를바라오니성실과정직

으로나를보호하소서 22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그

모든환난에서구속하소서

26 (다윗의시) 내가나의완전함에행하였사오며요

동치아니하고여호와를의지하였사오니여호와여, 나

를판단하소서 2여호와여, 나를살피시고시험하사내

뜻과내마음을단련하소서 3주의인자하심이내목전

에있나이다내가주의진리중에행하여 4허망한사

람과같이앉지아니하였사오니간사한자와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5내가행악자의집회를미워하오니악

한자와같이앉지아니하리이다 6여호와여,내가무

죄하므로손을씻고주의단에두루다니며 7감사의

소리를들리고주의기이한모든일을이르리이다 8여

호와여, 내가주의계신집과주의영광이거하는곳을

사랑하오니 9내영혼을죄인과함께내생명을살인자

와함께거두지마소서 10저희손에악특함이있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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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에뇌물이가득하오나 11나는나의완전함에행

하오리니나를구속하시고긍휼히여기소서 12내발이

평탄한데섰사오니회중에서여호와를송축하리이다

27 (다윗의시) 여호와는나의빛이요나의구원이시

니내가누구를두려워하리요여호와는내생명의능

력이시니내가누구를무서워하리요 2나의대적, 나의

원수된행악자가내살을먹으려고내게로왔다가실

족하여넘어졌도다 3군대가나를대적하여진칠지라

도내마음이두렵지아니하며전쟁이일어나나를치

려할지라도내가오히려안연하리로다 4내가여호와

께청하였던한가지일곧그것을구하리니곧나로내

생전에여호와의집에거하여여호와의아름다움을앙

망하며그전에서사모하게하실것이라 5여호와께서

환난날에나를그초막속에비밀히지키시고그장막

은밀한곳에나를숨기시며바위위에높이두시리로

다 6이제내머리가나를두른내원수위에들리리니

내가그장막에서즐거운제사를드리겠고노래하여

여호와를찬송하리로다! 7여호와여, 내가소리로부르

짖을때에들으시고또한나를긍휼히여기사응답하

소서 8너희는내얼굴을찾으라하실때에내마음이

주께말하되여호와여,내가주의얼굴을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주의얼굴을내게서숨기지마시고주의

종을노하여버리지마소서주는나의도움이되셨나

이다나의구원의하나님이시여, 나를버리지말고떠

나지마옵소서 10내부모는나를버렸으나여호와는

나를영접하시리이다 11여호와여, 주의길로나를가

르치시고내원수를인하여평탄한길로인도하소서

12내생명을내대적의뜻에맡기지마소서위증자와

악을토하는자가일어나나를치려함이니이다 13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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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의땅에있음이여여호와의은혜볼것을믿었

도다 14너는여호와를바랄지어다! 강하고담대하며

여호와를바랄지어다!

28 (다윗의시)여호와여, 내가주께부르짖으오니나

의반석이여, 내게귀를막지마소서주께서내게잠잠

하시면내가무덤에내려가는자와같을까하나이다 2

내가주의성소를향하여나의손을들고주께부르짖

을때에나의간구하는소리를들으소서 3악인과행악

하는자와함께나를끌지마옵소서저희는그이웃에

게화평을말하나그마음에는악독이있나이다 4저희

의행사와그행위의악한대로갚으시며저희손의지

은대로갚아그마땅히받을것으로보응하소서 5저희

는여호와의행하신일과손으로지으신것을생각지

아니하므로여호와께서저희를파괴하고건설치아니

하시리로다 6여호와를찬송함이여, 내간구하는소리

를들으심이로다 7여호와는나의힘과나의방패시니

내마음이저를의지하여도움을얻었도다그러므로

내마음이크게기뻐하며내노래로저를찬송하리로

다 8여호와는저희의힘이시요그기름부음받은자

의구원의산성이시로다 9주의백성을구원하시며주

의산업에복을주시고또저희의목자가되사영원토

록드십소서

29 (다윗의시) 너희권능있는자들아! 영광과능력을

여호와께돌리고돌릴지어다 2여호와의이름에합당

한영광을돌리며거룩한옷을입고여호와께경배할

지어다! 3여호와의소리가물위에있도다영광의하

나님이뇌성을발하시니여호와는많은물위에계시

도다 4여호와의소리가힘있음이여여호와의소리가

위엄차도다 5여호와의소리가백향목을꺽으심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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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레바논백향목을꺽어부수시도다 6그나

무를송아지같이뛰게하심이여레바논과시룐으로

들송아지같이뛰게하시도다 7여호와의소리가화염

을가르시도다 8여호와의소리가광야를진동하심이

여여호와께서가데스광야를진동하시도다 9여호와

의소리가암사슴으로낙태케하시고삼림을말갛게

벗기시니그전에서모든것이말하기를영광이라하

도다 10여호와께서홍수때에좌정하셨음이여여호와

께서영영토록왕으로좌정하시도다 11여호와께서자

기백성에게힘을주심이여여호와께서자기백성에게

평강의복을주시리로다

30 (다윗의시. 곧성전낙성가) 여호와여, 내가주를

높일것은주께서나를끌어내사내대적으로나를인

하여기뻐하지못하게하심이니이다 2여호와내하나

님이여, 내가주께부르짖으매나를고치셨나이다 3여

호와여, 주께서내영혼을음부에서끌어내어나를살

리사무덤으로내려가지않게하셨나이다 (Sheol h7585) 4

주의성도들아! 여호와를찬송하며그거룩한이름에

감사할지어다 5그노염은잠간이요그은총은평생이

로다저녁에는울음이기숙할지라도아침에는기쁨이

오리로다 6내가형통할때에말하기를영영히요동치

아니하리라하였도다 7여호와께서주의은혜로내산

을굳게세우셨더니주의얼굴을가리우시매내가근

심하였나이다 8여호와여, 내가주께부르짖고여호와

께간구하기를 9내가무덤에내려갈때에나의피가

무슨유익이있으리요어찌진토가주를찬송하며주

의진리를선포하리이까 10여호와여, 들으시고나를

긍휼히여기소서여호와여, 나의돕는자가되소서하

였나이다 11주께서나의슬픔을변하여춤이되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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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며나의베옷을벗기고기쁨으로띠띠우셨나이다

12이는잠잠치아니하고내영광으로주를찬송케하

심이니여호와나의하나님이여, 내가주께영영히감

사하리이다

31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 여호와여, 내가주

께피하오니나로영원히부끄럽게마시고주의의로

나를건지소서 2내게귀를기울여속히건지시고내게

견고한바위와구원하는보장이되소서 3주는나의반

석과산성이시니그러므로주의이름을인하여나를

인도하시고지도하소서 4저희가나를위하여비밀히

친그물에서빼어내소서주는나의산성이시니이다 5

내가나의영을주의손에부탁하나이다진리의하나

님여호와여, 나를구속하셨나이다 6내가허탄한거짓

을숭상하는자를미워하고여호와를의지하나이다 7

내가주의인자하심을기뻐하며즐거워할것은주께서

나의곤란을감찰하사환난중에있는내영혼을아셨

고 8나를대적의수중에금고치아니하셨고내발을

넓은곳에세우셨음이니이다 9여호와여내고통을인

하여나를긍휼히여기소서내가근심으로눈과혼과

몸이쇠하였나이다 10내생명은슬픔으로보내며나의

해는탄식으로보냄이여내기력이나의죄악으로약

하며나의뼈가쇠하도소이다 11내가모든대적으로

말미암아욕을당하고내이웃에게서는심히당하니

내친구가놀라고길에서보는자가나를피하였나이

다 12내가잊어버린바됨이사망한자를마음에두지

아니함같고파기와같으니이다 13내가무리의비방을

들으오며사방에두려움이있나이다저희가나를치려

의논할때에내생명을빼앗기로꾀하였나이다 14여호

와여그러하여도나는주께의지하고말하기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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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나님이시라하였나이다 15내시대가주의손에

있사오니내원수와핍박하는자의손에서나를건지

소서 16주의얼굴을주의종에게비취시고주의인자

하심으로나를구원하소서 17여호와여, 내가주를불

렀사오니나로부끄럽게마시고악인을부끄럽게하사

음부에서잠잠케하소서 (Sheol h7585) 18교만하고완악

한말로무례히의인을치는거짓입술로벙어리되게

하소서 19주를두려워하는자를위하여쌓아두신은

혜곧인생앞에서주께피하는자를위하여베푸신은

혜가어찌그리큰지요 20주께서저희를주의은밀한

곳에숨기사사람의꾀에서벗어나게하시고비밀히

장막에감추사구설의다툼에서면하게하시리이다 21

여호와를찬송할지어다! 견고한성에서그기이한인

자를내게보이셨음이로다 22내가경겁한중에말하기

를주의목전에서끊어졌다하였사오나내가주께부

르짖을때에주께서나의간구하는소리를들으셨나이

다 23너희모든성도들아여호와를사랑하라! 여호와

께서성실한자를보호하시고교만히행하는자에게

엄중히갚으시느니라 24강하고담대하라여호와를바

라는너희들아!

32 (다윗의마스길)허물의사함을얻고그죄의가리

움을받은자는복이있도다 2마음에간사가없고여

호와께정죄를당치않은자는복이있도다 3내가토

설치아니할때에종일신음하므로내뼈가쇠하였도

다 4주의손이주야로나를누르시오니내진액이화

하여여름가물에마름같이되었나이다 (셀라) 5내가

이르기를내허물을여호와께자복하리라하고주께

내죄를아뢰고내죄악을숨기지아니하였더니곧주

께서내죄의악을사하셨나이다 (셀라) 6이로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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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경건한자는주를만날기회를타서주께기도할

지라진실로홍수가범람할지라도저에게미치지못하

리이다 7주는나의은신처이오니환난에서나를보호

하시고구원의노래로나를에우시리이다 (셀라) 8내

가너의갈길을가르쳐보이고너를주목하여훈계하

리로다 9너희는무지한말이나노새같이되지말지어

다그것들은자갈과굴레로단속하지아니하면너희에

게가까이오지아니하리로다 10악인에게는많은슬픔

이있으나여호와를신뢰하는자에게는인자하심이두

르리로다 11너희의인들아여호와를기뻐하며즐거워

할지어다! 마음이정직한너희들아다즐거이외칠지

어다

33너희의인들아여호와를즐거워하라! 찬송은정직

한자의마땅히할바로다 2수금으로여호와께감사하

고열줄비파로찬송할지어다 3새노래로그를노래

하며즐거운소리로공교히연주할찌어다 4여호와의

말씀은정직하며그행사는다진실하시도다 5저는정

의와공의를사랑하심이여, 세상에여호와의인자하심

이충만하도다 6여호와의말씀으로하늘이지음이되

었으며그만상이그입기운으로이루었도다 7저가바

닷물을모아무더기같이쌓으시며깊은물을곳간에

두시도다 8온땅은여호와를두려워하며세계의모든

거민은그를경외할지어다 9저가말씀하시매이루었

으며명하시매견고히섰도다 10여호와께서열방의도

모를폐하시며민족들의사상을무효케하시도다 11여

호와의도모는영영히서고그심사는대대에이르리

로다 12여호와로자기하나님을삼은나라곧하나님

의기업으로빼신바된백성은복이있도다 13여호와

께서하늘에서감찰하사모든인생을보심이여 14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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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하신곳에서세상의모든거민을하감하시도다

15저는일반의마음을지으시며저희모든행사를감

찰하시는자로다 16많은군대로구원얻은왕이없으

며용사가힘이커도스스로구하지못하는도다 17구

원함에말은헛것임이여그큰힘으로구하지못하는

도다 18여호와는그경외하는자곧그인자하심을바

라는자를살피사 19저희영혼을사망에서건지시며

저희를기근시에살게하시는도다 20우리영혼이여호

와를바람이여, 저는우리의도움과방패시로다 21우

리마음이저를즐거워함이여우리가그성호를의지

한연고로다 22여호와여, 우리가주께바라는대로주

의인자하심을우리에게베푸소서

34 (다윗이아비멜렉앞에서미친체하다가쫓겨나서

지은시) 내가여호와를항상송축함이여, 그를송축함

이내입에계속하리로다 2내영혼이여호와로자랑하

리니곤고한자가이를듣고기뻐하리로다 3나와함께

여호와를광대하시다하며함께그이름을높이세 4내

가여호와께구하매내게응답하시고내모든두려움

에서나를건지셨도다 5저희가주를앙망하고광채를

입었으니그얼굴이영영히부끄럽지아니하리로다 6

이곤고한자가부르짖으매여호와께서들으시고그

모든환난에서구원하셨도다 7여호와의사자가주를

경외하는자를둘러진치고저희를건지시는도다 8너

희는여호와의선하심을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피

하는자는복이있도다 9너희성도들아여호와를경외

하라! 저를경외하는자에게는부족함이없도다 10젊

은사자는궁핍하여주릴지라도여호와를찾는자는

모든좋은것에부족함이없으리로다 11너희소자들아

와서내게들으라내가여호와를경외함을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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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리로다 12생명을사모하고장수하여복받기를

원하는사람이누구뇨 13네혀를악에서금하며네입

술을궤사한말에서금할지어다 14악을버리고선을

행하며화평을찾아따를지어다 15여호와의눈은의인

을향하시고그귀는저희부르짖음에기울이시는도다

16여호와의얼굴은행악하는자를대하사저희의자취

를땅에서끊으려하시는도다 17의인이외치매여호와

께서들으시고저희의모든환난에서건지셨도다 18여

호와는마음이상한자에게가까이하시고중심에통

회하는자를구원하시는도다 19의인은고난이많으나

여호와께서그모든고난에서건지시는도다 20그모든

뼈를보호하심이여그중에하나도꺽이지아니하도다

21악이악인을죽일것이라의인을미워하는자는죄

를받으리로다 22여호와께서그종들의영혼을구속하

시나니저에게피하는자는다죄를받지아니하리로

다

35 (다윗의시)여호와여, 나와다투는자와다투시고

나와싸우는자와싸우소서 2방패와손방패를잡으시

고일어나나를도우소서 3창을빼사나를쫓는자의

길을막으시고또내영혼에게나는네구원이라이르

소서 4내생명을찾는자로부끄러워수치를당케하

시며나를상해하려하는자로물러가낭패케하소서 5

저희로바람앞에겨와같게하시고여호와의사자로

몰아내소서 6저희길을어둡고미끄럽게하시고여호

와의사자로저희를따르게하소서 7저희가무고히나

를잡으려고그그물을웅덩이에숨기며무고히내생

명을해하려고함정을팠사오니 8멸망으로졸지에저

에게임하게하시며그숨긴그물에스스로잡히게하

시며멸망중에떨어지게하소서 9내영혼이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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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함이여그구원을기뻐하리로다 10내모든뼈가

이르기를여호와와같은자누구리요그는가난한자

를그보다강한자에게서건지시고가난하고궁핍한

자를노략하는자에게서건지시는이라하리로다 11불

의한증인이일어나서내가알지못하는일로내게힐

문하며 12내게선을악으로갚아나의영혼을외롭게

하나 13나는저희가병들었을떼에굵은베옷을입으

며금식하여내영혼을괴롭게하였더니내기도가내

품으로돌아왔도다 14내가나의친구와형제에게행함

같이저희에게행하였으며내가굽히고슬퍼하기를모

친을곡함같이하였도다 15오직내가환난을당하매

저희가기뻐하여서로모임이여비류가나의알지못

하는중에모여나를치며찢기를마지아니하도다 16

저희는연회에서망령되이조롱하는자같이나를향

하여그이를갈도다 17주여어느때까지관망하시리

이까?내영혼을저멸망자에게서구원하시며내유일

한것을사자들에게서건지소서 18내가대회중에서

주께감사하며많은백성중에서주를찬송하리이다

19무리하게나의원수된자로나를인하여기뻐하지

못하게하시며무고히나를미워하는자로눈짓하지

못하게하소서 20대저저희는화평을말하지아니하고

평안히땅에거하는자를거짓말로모해하며 21또저

희가나를향하여입을크게벌리고하하, 우리가목도

하였다하나이다 22여호와여,주께서이를보셨사오니

잠잠하지마옵소서주여, 나를멀리하지마옵소서 23

나의하나님나의주여, 떨치고깨셔서나를공판하시

며나의송사를다스리소서 24여호와나의하나님이여

, 주의공의대로나를판단하사저희로나를인하여기

뻐하지못하게하소서 25저희로그마음에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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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소원성취하였다하지못하게하시며우리가저

를삼켰다하지못하게하소서 26나의해를기뻐하는

자들로부끄러워낭패하게하시며나를향하여자긍하

는자로수치와욕을당케하소서 27나의의를즐거워

하는자로기꺼이부르고즐겁게하시며그종의형통

을기뻐하시는여호와는광대하시다하는말을저희로

항상하게하소서 28나의혀가주의의를말하며종일

토록주를찬송하리이다

36 (여호와의종다윗의시.영장으로한노래)악인의

죄얼이내마음에이르기를그목전에는하나님을두

려워함이없다하니 2저가스스로자긍하기를자기죄

악이드러나지아니하고미워함을받지도아니하리라

함이로다 3그입의말은죄악과궤휼이라지혜와선행

을그쳤도다 4저는그침상에서죄악을꾀하며스스로

불선한길에서고악을싫어하지아니하는도다 5주의

의는하나님의산들과같고주의판단은큰바다와일

반이라여호와여, 주는사람과짐승을보호하시나이다

6하나님이여, 주의인자하심이어찌그리보배로우신

지요인생이주의날개그늘아래피하나이다 7저희가

주의집의살찐것으로풍족할것이라주께서주의복

락의강수로마시우시리이다 8대저생명의원천이주

께있사오니주의광명중에우리가광명을보리이다 9

주를아는자에게주의인자하심을계속하시며마음이

정직한자에게주의의를베푸소서 10교만한자의발

이내게미치지못하게하시며악인의손이나를쫓아

내지못하게하소서 11죄악을행하는자가거기넘어

졌으니엎드러지고다시일어날수없으리이다

37 (다윗의시) 행악자를인하여불평하여하지말며

불의를행하는자를투기하지말지어다 2저희는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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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속히베임을볼것이며푸른채소같이쇠잔할것

임이로다 3여호와를의뢰하여선을행하라! 땅에거하

여그의성실로식물을삼을지어다 4또여호와를기뻐

하라! 저가네마음의소원을이루어주시리로다 5너

의길을여호와께맡기라!저를의지하면저가이루시

고 6네의를빛같이나타내시며네공의를정오의빛

같이하시리로다 7여호와앞에잠잠하고참아기다리

라! 자기길이형통하며악한꾀를이루는자를인하여

불평하여말지어다 8분을그치고노를버리라불평하

여말라행악에치우칠뿐이라 9대저행악하는자는

끊어질것이나여호와를기대하는자는땅을차지하리

로다 10잠시후에악인이없어지리니네가그곳을자

세히살필지라도없으리로다 11오직온유한자는땅을

차지하며풍부한화평으로즐기리로다 12악인이의인

치기를꾀하고향하여그이를가는도다 13주께서저

를웃으시리니그날의이름을보심이로다 14악인이

칼을빼고활을당기어가난하고궁핍한자를엎드러

뜨리며행위가정직한자를죽이고자하나 15그칼은

자기의마음을찌르고그활은부러지리로다 16의인의

적은소유가많은악인의풍부함보다승하도다 17악인

의팔은부러지나의인은여호와께서붙드시는도다 18

여호와께서완전한자의날을아시니저희기업은영

원하리로다 19저희는환난때에부끄럽지아니하며기

근의날에도풍족하려니와 20악인은멸망하고여호와

의원수는어린양의기름같이타서연기되어없어지

리로다 21악인은꾸고갚지아니하나의인은은혜를

베풀고주는도다 22주의복을받은자는땅을차지하

고주의저주를받은자는끊어지리로다 23여호와께서

사람의걸음을정하시고그길을기뻐하시나니 24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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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나아주엎드러지지아니함은여호와께서손으

로붙드심이로다 25내가어려서부터늙기까지의인이

버림을당하거나그자손이걸식함을보지못하였도다

26저는종일토록은혜를베풀고꾸어주니그자손이

복을받는도다 27악에서떠나선을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거하리니 28여호와께서공의를사랑하시고그

성도를버리지아니하심이로다저희는영영히보호를

받으나악인의자손은끊어지리로다 29의인이땅을차

지함이여거기영영히거하리로다 30의인의입은지혜

를말하고그혀는공의를이르며 31그마음에는하나

님의법이있으니그걸음에실족함이없으리로다 32

악인이의인을엿보아살해할기회를찾으나 33여호와

는저를그손에버려두지아니하시고재판때에도정

죄치아니하시리로다 34여호와를바라고그도를지키

라! 그리하면너를들어땅을차지하게하실것이라악

인이끊어질때에네가목도하리로다 35내가악인의

큰세력을본즉그본토에선푸른나무의무성함같으

나 36사람이지날때에저가없어졌으니내가찾아도

발견치못하였도다 37완전한사람을살피고정직한자

를볼지어다화평한자의결국은평안이로다 38범죄자

들은함께멸망하리니악인의결국은끊어질것이나

39의인의구원은여호와께있으니그는환난때에저

희산성이시로다 40여호와께서저희를도와건지시되

악인에게서건져구원하심은그를의지한연고로다

38 (다윗의기념케하는시)여호와여,주의노로나를

책하지마시고분노로나를징계치마소서 2주의살이

나를찌르고주의손이나를심히누르시나이다 3주의

진노로인하여내살에성한곳이없사오며나의죄로

인하여내뼈에평안함이없나이다 4내죄악이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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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넘쳐서무거운짐같으니감당할수없나이다 5

내상처가썩어악취가나오니나의우매한연고로소

이다 6내가아프고심히구부러졌으며종일토록슬픈

중에다니나이다 7내허리에열기가가득하고내살에

성한곳이없나이다 8내가피곤하고심히상하였으매

마음이불안하여신음하나이다 9주여나의모든소원

이주의앞에있사오며나의탄식이주의앞에감추이

지아니하나이다 10내심장이뛰고내기력이쇠하여

내눈의빛도나를떠났나이다 11나의사랑하는자와

나의친구들이나의상처를멀리하고나의친척들도

멀리섰나이다 12내생명을찾는자가올무를놓고나

를해하려는자가괴악한일을말하여종일토록궤계

를도모하오나 13나는귀먹은자같이듣지아니하고

벙어리같이입을열지아니하오니 14나는듣지못하

는자같아서입에는변박함이없나이다 15여호와여,

내가주를바랐사오니내주하나님이내게응락하시

리이다 16내가말하기를두렵건대저희가내게대하여

기뻐하며내가실족할때에나를향하여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17내가넘어지게되었고나의근심이항상

내앞에있사오니내죄악을고하고내죄를슬퍼함이

니이다 18내원수가활발하며강하고무리하게나를

미워하는자가무수하오며 19또악으로선을갚는자

들이내가선을좇는연고로나를대적하나이다 20여

호와여, 나를버리지마소서나의하나님이여, 나를멀

리하지마소서

39 (다윗의시. 영장여두둔으로한노래)내가말하기

를나의행위를조심하여내혀로범죄치아니하리니

악인이내앞에있을때에내가내입에자갈을먹이리

라하였도다 2내가잠잠하여선한말도발하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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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의근심이더심하도다 3내마음이내속에서뜨

거워서묵상할때에화가발하니나의혀로말하기를 4

여호와여, 나의종말과연한의어떠함을알게하사나

로나의연약함을알게하소서 5주께서나의날을손

넓이만큼되게하시매나의일생이주의앞에는없는

것같사오니사람마다그든든히선때도진실로허사

뿐이니이다 (셀라) 6진실로각사람은그림자같이다

니고헛된일에분요하며재물을쌓으나누가취할는

지알지못하나이다 7주여,내가무엇을바라리요나

의소망은주께있나이다 8나를모든죄과에서건지시

며우매한자에게욕을보지않게하소서 9내가잠잠

하고입을열지아니하옴은주께서이를행하신연고

니이다 10주의징책을나에게서옮기소서주의손이

치심으로내가쇠망하였나이다 11주께서죄악을견책

하사사람을징계하실때에그영화를좀먹음같이소

멸하게하시니참으로각사람은허사뿐이니이다 (셀

라) 12여호와여, 나의기도를들으시며나의부르짖음

에귀를기울이소서내가눈물흘릴때에잠잠하지마

옵소서대저나는주께객이되고거류자가됨이나의

모든열조같으니이다 13주는나를용서하사내가떠

나없어지기전에나의건강을회복시키소서

40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내가여호와를기다

리고기다렸더니귀를기울이사나의부르짖음을들으

셨도다 2나를기가막힐웅덩이와수렁에서끌어올리

시고내발을반석위에두사내걸음을견고케하셨도

다 3새노래곧우리하나님께올릴찬송을내입에두

셨으니많은사람이보고두려워하여여호와를의지하

리로다 4여호와를의지하고교만한자와거짓에치우

치는자를돌아보지아니하는자는복이있도다 5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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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나의하나님이여, 주의행하신기적이많고우리를

향하신주의생각도많도소이다내가들어말하고자

하나주의앞에베풀수도없고그수를셀수도없나

이다 6주께서나의귀를통하여들리시기를제사와예

물을기뻐아니하시며번제와속죄제를요구치아니하

신다하신지라 7그때에내가말하기를내가왔나이다

나를가리켜기록한것이두루마리책에있나이다 8나

의하나님이여, 내가주의뜻행하기를즐기오니주의

법이나의심중에있나이다하였나이다 9내가대회중

에서의의기쁜소식을전하였나이다여호와여,내가

내입술을닫지아니할줄을주께서아시나이다 10내

가주의의를내심중에숨기지아니하고주의성실과

구원을선포하였으며내가주의인자와진리를대회

중에서은휘치아니하였나이다 11여호와여, 주의긍휼

을내게그치지마시고주의인자와진리로나를항상

보호하소서 12무수한재앙이나를둘러싸고나의죄

악이내게미치므로우러러볼수도없으며죄가나의

머리털보다많으므로내마음이사라졌음이니이다 13

여호와여,은총을베푸사나를구원하소서여호와여,

속히나를도우소서 14나의영혼을찾아멸하려하는

자로다수치와낭패를당케하시며나의해를기뻐하

는자로다물러가욕을당케하소서 15나를향하여하

하, 하는자로자기수치를인하여놀라게하소서 16무

릇주를찾는자는다주로즐거워하고기뻐하게하시

며주의구원을사랑하는자는항상말하기를여호와

는광대하시다하게하소서 17나는가난하고궁핍하오

나주께서는나를생각하시오니주는나의도움이시요

건지시는자시라나의하나님이여, 지체하지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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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빈약한자를권고하

는자가복이있음이여재앙의날에여호와께서저를

건지시리로다 2여호와께서저를보호하사살게하시

리니저가세상에서복을받을것이라주여, 저를그원

수의뜻에맡기지마소서 3여호와께서쇠약한병상에

서저를붙드시고저의병중그자리를다고쳐펴시나

이다 4내가말하기를여호와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내가주께범죄하였사오니내영혼을고치소서하였나

이다 5나의원수가내게대하여악담하기를저가어느

때에나죽고그이름이언제나멸망할꼬하며 6나를

보러와서는거짓을말하고그중심에간악을쌓았다

가나가서는이를광포하오며 7나를미워하는자가다

내게대하여수군거리고나를해하려고꾀하며 8이르

기를악한병이저에게들었으니이제저가눕고다시

일지못하리라하오며 9나의신뢰하는바내떡을먹던

나의가까운친구도나를대적하여그발꿈치를들었

나이다 10그러하오나주여호와여, 나를긍휼히여기

시고일으키사나로저희에게보복하게하소서 11나의

원수가승리치못하므로주께서나를기뻐하시는줄을

내가아나이다 12주께서나를나의완전한중에붙드

시고영영히주의앞에세우시나이다 13여호와이스라

엘의하나님을영원부터영원까지찬송할지로다! 아멘

, 아멘

42 (고라자손의마스길. 영장으로한노래)하나님이

여, 사슴이시냇물을찾기에갈급함같이내영혼이주

를찾기에갈급하니이다 2내영혼이하나님곧생존하

시는하나님을갈망하나니내가어느때에나아가서하

나님앞에뵈올꼬 3사람들이종일나더러하는말이

네하나님이어디있느뇨?하니내눈물이주야로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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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되었도다 4내가전에성일을지키는무리와동행

하여기쁨과찬송의소리를발하며저희를하나님의

집으로인도하였더니이제이일을기억하고내마음

이상하는도다 5내영혼아! 네가어찌하여낙망하며

어찌하여내속에서불안하여하는고너는하나님을

바라라!그얼굴의도우심을인하여내가오히려찬송

하리로다 6내하나님이여,내영혼이내속에서낙망

이되므로내가요단땅과헤르몬과미살산에서주를

기억하나이다 7주의폭포소리에깊은바다가서로부

르며주의파도와물결이나를엄몰하도소이다 8낮에

는여호와께서그인자함을베푸시고밤에는그찬송

이내게있어생명의하나님께기도하리로다 9내반석

이신하나님께말하기를어찌하여나를잊으셨나이까?

내가어찌하여원수의압제로인하여슬프게다니나이

까하리로다 10내뼈를찌르는칼같이내대적이나를

비방하여늘말하기를네하나님이어디있느냐?하도

다 11내영혼아! 네가어찌하여낙망하며어찌하여내

속에서불안하여하는고너는하나님을바라라! 나는

내얼굴을도우시는내하나님을오히려찬송하리로

다

43하나님이여,나를판단하시되경건치아니한나라

에향하여내송사를변호하시며간사하고불의한자

에게서나를건지소서 2주는나의힘이되신하나님이

시어늘어찌하여나를버리셨나이까? 내가어찌하여

원수의압제로인하여슬프게다니나이까? 3주의빛과

주의진리를보내어나를인도하사주의성산과장막

에이르게하소서 4그런즉내가하나님의단에나아가

나의극락의하나님께이르리이다하나님이여,나의

하나님이여, 내가수금으로주를찬양하리이다 5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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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아!네가어찌하여낙망하며어찌하여내속에서불

안하여하는고너는하나님을바라라!나는내얼굴을

도우시는내하나님을오히려찬송하리로다

44 (고라자손의마스길. 영장으로한노래)하나님이

여, 주께서우리열조의날곧옛날에행하신일을저희

가우리에게이르매우리귀로들었나이다 2주께서주

의손으로열방을쫓으시고열조를심으시며주께서

민족들은괴롭게하시고열조는번성케하셨나이다 3

저희가자기칼로땅을얻어차지함이아니요저희팔

이저희를구원함도아니라오직주의오른손과팔과

얼굴의빛으로하셨으니주께서저희를기뻐하신연고

니이다 4하나님이여, 주는나의왕이시니야곱에게구

원을베푸소서 5우리가주를의지하여우리대적을누

르고우리를치려일어나는자를주의이름으로밟으

리이다 6나는내활을의지하지아니할것이라내칼

도나를구원치못하리이다 7오직주께서우리를우리

대적에게서구원하시고우리를미워하는자로수치를

당케하셨나이다 8우리가종일하나님으로자랑하였

나이다우리가하나님의이름을영영히감사하리이다

(셀라) 9그러나이제는주께서우리를버려욕을당케

하시고우리군대와함께나아가지아니하시나이다 10

주께서우리를대적에게서돌아서게하시니우리를미

워하는자가자기를위하여탈취하였나이다 11주께서

우리로먹힐양같게하시고열방중에흩으셨나이다

12주께서주의백성을무료로파심이여저희값으로

이익을얻지못하셨나이다 13주께서우리로이웃에게

욕을당케하시니둘러있는자가조소하고조롱하나

이다 14주께서우리로열방중에말거리가되게하시

며민족중에서머리흔듦을당케하셨나이다 15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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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이종일내앞에있으며수치가내얼굴을덮었으

니 16나를비방하고후욕하는소리를인함이요나의

원수와보수자의연고니이다 17이모든일이우리에게

임하였으나우리가주를잊지아니하며주의언약을

어기지아니하였나이다 18우리마음이퇴축지아니하

고우리걸음도주의길을떠나지아니하였으나 19주

께서우리를시랑의처소에서심히상해하시고우리를

사망의그늘로덮으셨나이다 20우리가우리하나님의

이름을잊어버렸거나우리손을이방신에게향하여

폈더면 21하나님이이를더듬어내지아니하셨으리이

까? 대저주는마음의비밀을아시나이다 22우리가종

일주를위하여죽임을당케되며도살할양같이여김

을받았나이다 23주여,깨소서어찌하여주무시나이까

? 일어나시고우리를영영히버리지마소서 24어찌하

여주의얼굴을가리우시고우리고난과압제를잊으

시나이까? 25우리영혼은진토에구푸리고우리몸은

땅에붙었나이다 26일어나우리를도우소서주의인자

하심을인하여우리를구속하소서

45 (고라자손의마스길.사랑의노래영장으로소산

님에맞춘것) 내마음에서좋은말이넘쳐왕에대하여

지은것을말하리니내혀는필객의붓과같도다 2왕

은인생보다아름다와은혜를입술에머금으니그러므

로하나님이왕에게영영히복을주시도다 3능한자여

, 칼을허리에차고왕의영화와위엄을입으소서 4왕

은진리와온유와공의를위하여위엄있게타고승전

하소서왕의오른손이왕에게두려운일을가르치리이

다 5왕의살이날카로와왕의원수의염통을뚫으니

만민이왕의앞에엎드러지는도다 6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영영하며주의나라의홀은공평한홀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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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왕이정의를사랑하고악을미워하시니그러므로하

나님곧왕의하나님이즐거움의기름으로왕에게부

어왕의동류보다승하게하셨나이다 8왕의모든옷은

몰약과침향과육계의향기가있으며상아궁에서나오

는현악은왕을즐겁게하도다 9왕의귀비중에는열

왕의딸이있으며왕후는오빌의금으로꾸미고왕의

우편에서도다 10딸이여, 듣고생각하고귀를기울일

지어다네백성과아비집을잊어버릴지어다 11그러하

면왕이너의아름다움을사모하실지라저는너의주

시니너는저를경배할지어다! 12두로의딸이예물을

드리고백성중부한자도네은혜를구하리로다 13왕

의딸이궁중에서모든영화를누리니그옷은금으로

수놓았도다 14수놓은옷을입은저가왕께로인도함

을받으며시종하는동무처녀들도왕께로이끌려갈

것이라 15저희가기쁨과즐거움으로인도함을받고왕

궁에들어가리로다 16왕의아들들이왕의열조를계승

할것이라왕이저희로온세계의군왕을삼으리로다

17내가왕의이름을만세에기억케하리니그러므로

만민이왕을영영히찬송하리로다

46 (고라자손의시.영장으로알라못에맞춘노래)하

나님은우리의피난처시요힘이시니환난중에만날

큰도움이시라 2그러므로땅이변하든지산이흔들려

바다가운데빠지든지 3바닷물이흉용하고뛰놀든지

그것이넘침으로산이요동할지라도우리는두려워아

니하리로다 (셀라) 4한시내가있어나뉘어흘러하나

님의성곧지극히높으신자의장막의성소를기쁘게

하도다 5하나님이그성중에거하시매그성이요동치

아니할것이라새벽에하나님이도우시리로다! 6이방

이훤화하며왕국이동하였더니저가소리를발하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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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녹았도다 7만군의여호와께서우리와함께하시

니야곱의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시로다 8와서여호

와의행적을볼찌어다땅을황무케하셨도다 9저가땅

끝까지전쟁을쉬게하심이여활을꺾고창을끊으며

수레를불사르시는도다 10이르시기를너희는가만히

있어내가하나님됨을알찌어다!내가열방과세계중

에서높임을받으리라하시도다 11만군의여호와께서

우리와함께하시리니야곱의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

시로다

47 (고라자손의시.영장으로한노래)너희만민들아

손바닥을치고즐거운소리로하나님께외칠지어다! 2

지존하신여호와는엄위하시고온땅에큰임군이되심

이로다 3여호와께서만민을우리에게열방을우리발

아래복종케하시며 4우리를위하여기업을택하시나

니곧사랑하신야곱의영화로다 5하나님이즐거이부

르는중에올라가심이여,여호와께서나팔소리중에

올라가시도다 6찬양하라! 하나님을찬양하라! 찬양하

라! 우리왕을찬양하라! 7하나님은온땅의왕이심이

라지혜의시로찬양할지어다 8하나님이열방을치리

하시며하나님이그거룩한보좌에앉으셨도다 9열방

의방백들이모임이여아브라함의하나님의백성이되

도다세상의모든방패는여호와의것임이여저는지

존하시도다

48 (고라자손의시.곧노래)여호와는광대하시니우

리하나님의성, 거룩한산에서극진히찬송하리로다 2

터가높고아름다워온세계가즐거워함이여큰왕의

성곧북방에있는시온산이그러하도다 3하나님이그

여러궁중에서자기를피난처로알리셨도다 4열왕이

모여함께지났음이여 5저희가보고놀라고두려워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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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갔도다 6거기서떨림이저희를잡으니고통이해산

하는여인같도다 7주께서동풍으로다시스의배를깨

뜨리시도다 8우리가들은대로만군의여호와의성,

우리하나님의성에서보았나니하나님이이를영영히

견고케하시리로다 (셀라) 9하나님이여,우리가주의

전가운데서주의인자하심을생각하였나이다 10하나

님이여,주의이름과같이찬송도땅끝까지미쳤으며

주의오른손에는정의가충만하나이다 11주의판단을

인하여시온산은기뻐하고유다의딸들은즐거워할지

어다 12너희는시온을편답하고그것을순행하며그

망대들을계수하라 13그성벽을자세히보고그궁전

을살펴서후대에전하라 14이하나님은영영히우리

하나님이시니우리를죽을때까지인도하시리로다

49 (고라자손의시.영장으로한노래)만민들아이를

들어라세상의거민들아귀를기울이라 2귀천빈부를

물론하고다들을지어다 3내입은지혜를말하겠고내

마음은명철을묵상하리로다 4내가비유에내귀를기

울이고수금으로나의오묘한말을풀리로다 5죄악이

나를따라에우는환난의날에내가어찌두려워하랴 6

자기의재물을의지하고풍부함으로자긍하는자는 7

아무도결코그형제를구속하지못하며저를위하여

하나님께속전을바치지도못할것은 8저희생명의구

속이너무귀하며영영히못할것임이라 9저로영존하

여썩음을보지않게못하리니 10저가보리로다지혜

있는자도죽고우준하고무지한자도같이망하고저

희재물을타인에게끼치는도다 11저희의속생각에

그집이영영히있고그거처가대대에미치리라하여

그전지를자기이름으로칭하도다 12사람은존귀하나

장구치못함이여멸망하는짐승같도다 13저희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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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저희의우매함이나후세사람은오히려저희말

을칭찬하리로다 (셀라) 14양같이저희를음부에두기

로작정되었으니사망이저희목자일것이라정직한

자가아침에저희를다스리리니저희아름다움이음부

에서소멸하여그거처조차없어지려니와 (Sheol h7585)

15하나님은나를영접하시리니이러므로내영혼을음

부의권세에서구속하시리로다 (셀라) (Sheol h7585) 16사

람이치부하여그집영광이더할때에너는두려워말

지어다 17저가죽으매가져가는것이없고그영광이

저를따라내려가지못함이로다 18저가비록생시에

자기를축하하며스스로좋게함으로사람들에게칭찬

을받을지라도 19그역대의열조에게로돌아가리니영

영히빛을보지못하리로다 20존귀에처하나깨닫지

못하는사람은멸망하는짐승같도다

50 (아삽의시) 전능하신자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

하사해돋는데서부터지는데까지세상을부르셨도다

2온전히아름다운시온에서하나님이빛을발하셨도

다 3우리하나님이임하사잠잠치아니하시니그앞에

는불이삼키고그사방에는광풍이불리로다 4하나님

이그백성을판단하시려고윗하늘과아래땅에반포

하여 5이르시되나의성도를너의앞에모으라곧제

사로나와언약한자니라하시도다 6하늘이그공의를

선포하리니하나님그는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7

내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말하리라이스라엘아, 내

가네게증거하리라나는하나님곧네하나님이로다 8

내가너의제물을인하여는너를책망치아니하리니

네번제가항상내앞에있음이로다 9내가네집에서

수소나네우리에서수염소를취치아니하리니 10이는

삼림의짐승들과천산의생축이다내것이며 11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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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도나의아는것이며들의짐승도내것임이로다

12내가가령주려도네게이르지않을것은세계와거

기충만한것이내것임이로다 13내가수소의고기를

먹으며염소의피를마시겠느냐? 14감사로하나님께

제사를드리며지극히높으신자에게네서원을갚으

며 15환난날에나를부르라! 내가너를건지리니네가

나를영화롭게하리로다 16악인에게는하나님이이르

시되네가어찌내율례를전하며내언약을네입에두

느냐 17네가교훈을미워하고내말을네뒤로던지며

18도적을본즉연합하고간음하는자와동류가되며 19

네입을악에게주고네혀로궤사를지으며 20앉아서

네형제를공박하며네어미의아들을비방하는도다

21네가이일을행하여도내가잠잠하였더니네가나

를너와같은줄로생각하였도다그러나내가너를책

망하여네죄를네목전에차례로베풀리라하시는도

다 22하나님을잊어버린너희여이제이를생각하라

그렇지않으면내가너희를찢으리니건질자없으리

라 23감사로제사를드리는자가나를영화롭게하나

니그행위를옳게하는자에게내가하나님의구원을

보이리라

51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 다윗이밧세바와동

침한후선지자나단이저에게온때에)하나님이여, 주

의인자를좇아나를긍휼히여기시며주의많은자비

를좇아내죄과를도말하소서 2나의죄악을말갛게

씻기시며나의죄를깨끗이제하소서 3대저나는내

죄과를아오니내죄가항상내앞에있나이다 4내가

주께만범죄하여주의목전에악을행하였사오니주께

서말씀하실때에의로우시다하고판단하실때에순

전하시다하리이다 5내가죄악중에출생하였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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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죄중에나를잉태하였나이다 6중심에진실함

을주께서원하시오니내속에지혜를알게하시리이

다 7우슬초로나를정결케하소서내가정하리이다나

를씻기소서내가눈보다희리이다 8나로즐겁고기쁜

소리를듣게하사주께서꺾으신뼈로즐거워하게하

소서 9주의얼굴을내죄에서돌이키시고내모든죄

악을도말하소서 10하나님이여, 내속에정한마음을

창조하시고내안에정직한영을새롭게하소서 11나

를주앞에서쫓아내지마시며주의성신을내게서거

두지마소서 12주의구원의즐거움을내게회복시키시

고자원하는심령을주사나를붙드소서 13그러하면

내가범죄자에게주의도를가르치리니죄인들이주께

돌아오리이다 14하나님이여,나의구원의하나님이여

, 피흘린죄에서나를건지소서내혀가주의의를높이

노래하리이다 15주여내입술을열어주소서내입이

주를찬송하여전파하리이다 16주는제사를즐겨아니

하시나니그렇지않으면내가드렸을것이라주는번

제를기뻐아니하시나이다 17하나님의구하시는제사

는상한심령이라하나님이여,상하고통회하는마음

을주께서멸시치아니하시리이다 18주의은택으로시

온에선을행하시고예루살렘성을쌓으소서 19그때

에주께서의로운제사와번제와온전한번제를기뻐

하시리니저희가수소로주의단에드리리이다

52 (다윗의마스길. 영장으로한노래. 에돔인도엑이

사울에게이르러다윗이아히멜렉의집에왔더라말하

던때에)강포한자여, 네가어찌하여악한계획을스스

로자랑하는고하나님의인자하심은항상있도다 2네

혀가심한악을꾀하여날카로운삭도같이간사를행

하는도다 3네가선보다악을사랑하며의를말함보다



시편 1107

거짓을사랑하는도다 (셀라) 4간사한혀여, 네가잡아

먹는모든말을좋아하는도다 5그런즉하나님이영영

히너를멸하심이여, 너를취하여네장막에서뽑아내

며생존하는땅에서네뿌리를빼시리로다 (셀라) 6의

인이보고두려워하며또저를비웃어말하기를 7이

사람은하나님으로자기힘을삼지아니하고오직그

재물의풍부함을의지하며제악으로스스로든든케

하던자라하리로다 8오직나는하나님의집에있는

푸른감람나무같음이여하나님의인자하심을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주께서이를행하셨으므로내가영영

히주께감사하고주의이름이선함으로주의성도앞

에서내가주의이름을의지하리이다

53 (다윗의마스길. 영장으로마할랏에맞춘노래)어

리석은자는그마음에이르기를하나님이없다하도

다저희는부패하며가증한악을행함이여선을행하

는자가없도다 2하나님이하늘에서인생을굽어살피

사지각이있는자와하나님을찾는자가있는가보려

하신즉 3각기물러나함께더러운자가되고선을행

하는자없으니하나도없도다 4죄악을행하는자는

무지하뇨저희가떡먹듯이내백성을먹으면서하나

님을부르지아니하는도다 5저희가두려움이없는곳

에서크게두려워하였으니너를대하여진친저희의

뼈를하나님이흩으심이라하나님이저희를버리신고

로네가저희로수치를당케하였도다 6시온에서이스

라엘을구원하여줄자누구인고하나님이그백성의

포로된것을돌이키실때에야곱이즐거워하며이스라

엘이기뻐하리로다

54 (다윗의마스길. 영장으로현악에맞춘노래. 십인

이사울에게이르러말하기를다윗이우리곳에숨지



시편 1108

아니하였나이까하던때에) 하나님이여, 주의이름으

로나를구원하시고주의힘으로나를판단하소서 2하

나님이여, 내기도를들으시며내입의말에귀를기울

이소서 3외인이일어나나를치며강포한자가내생

명을수색하며하나님이자기앞에두지아니하였음이

니이다 (셀라) 4하나님은나의돕는자시라주께서내

생명을붙드는자와함께하시나이다 5주께서내원수

에게악으로갚으시리니주의성실하심으로저희를멸

하소서 6내가낙헌제로주께제사하리이다여호와여,

주의이름에감사하오리니주의이름이선하심이니이

다 7대저주께서모든환난에서나를건지시고내원

수가보응받는것을나로목도케하셨나이다

55 (다윗의마스길. 영장으로현악에맞춘노래)하나

님이여, 내기도에귀를기울이시고내가간구할때에

숨지마소서 2내게굽히사응답하소서! 내가근심으로

편치못하여탄식하오니 3이는원수의소리와악인의

압제의연고라저희가죄악으로내게더하며노하여

나를핍박하나이다 4내마음이내속에서심히아파하

며사망의위험이내게미쳤도다 5두려움과떨림이내

게이르고황공함이나를덮었도다 6나의말이내가

비둘기같이날개가있으면날아가서편히쉬리로다 7

내가멀리날아가서광야에거하리로다 (셀라) 8내가

피난처에속히가서폭풍과광풍을피하리라하였도다

9내가성내에서강포와분쟁을보았사오니주여, 저희

를멸하소서저희혀를나누소서 10저희가주야로성

벽위에두루다니니성중에는죄악과잔해함이있으

며 11악독이그중에있고압박과궤사가그거리를떠

나지않도다 12나를책망한자가원수가아니라원수

일진대내가참았으리라나를대하여자기를높이는



시편 1109

자가나를미워하는자가아니라미워하는자일진대

내가그를피하여숨었으리라 13그가곧너로다나의

동류, 나의동무요나의가까운친우로다 14우리가같

이재미롭게의논하며무리와함께하여하나님의집

안에서다녔도다 15사망이홀연히저희에게임하며산

채로음부에내려갈지어다이는악독이저희거처에

있고저희가운데있음이로다 (Sheol h7585) 16나는하나

님께부르짖으리니여호와께서나를구원하시리로다

17저녁과아침과정오에내가근심하여탄식하리니여

호와께서내소리를들으시리로다 18나를대적하는자

많더니나를치는전쟁에서저가내생명을구속하사

평안하게하셨도다 19태고부터계신하나님이들으시

고 (셀라) 변치아니하며하나님을경외치아니하는자

에게보응하시리로다 20저는손을들어자기와화목한

자를치고그언약을배반하였도다 21그입은우유기

름보다미끄러워도그마음은전쟁이요그말은기름

보다유하여도실상은뽑힌칼이로다 22네짐을여호

와께맡겨버리라너를붙드시고의인의요동함을영

영히허락지아니하시리로다 23하나님이여,주께서저

희로파멸의웅덩이에빠지게하시리이다피를흘리게

하며속이는자들은저희날의반도살지못할것이나

나는주를의지하리이다

56 (다윗의믹담시.영장으로요낫엘렘르호김에맞

춘노래. 다윗이가드에서블레셋인에게잡힌때에) 하

나님이여,나를긍휼히여기소서사람이나를삼키려

고종일치며압제하나이다 2나의원수가종일나를

삼키려하며나를교만히치는자많사오니 3내가두

려워하는날에는주를의지하리이다 4내가하나님을

의지하고그말씀을찬송하올지라내가하나님을의지



시편 1110

하였은즉두려워아니하리니혈육있는사람이내게어

찌하리이까? 5저희가종일내말을곡해하며내게대

한저희모든사상은사악이라 6저희가내생명을엿

보던것과같이또모여숨어내종적을살피나이다 7

저희가죄악을짓고야피하오리이까?하나님이여분노

하사뭇백성을낮추소서 8나의유리함을주께서계수

하셨으니나의눈물을주의병에담으소서!이것이주

의책에기록되지아니하였나이까? 9내가아뢰는날에

내원수가물러가리니하나님이나를도우심인줄아

나이다 10내가하나님을의지하여그말씀을찬송하며

여호와를의지하여그말씀을찬송하리이다 11내가하

나님을의지하였은즉두려워아니하리니사람이내게

어찌하리이까? 12하나님이여, 내가주께서원함이있

사온즉내가감사제를주께드리리니 13주께서내생

명을사망에서건지셨음이라주께서나로하나님앞생

명의빛에다니게하시려고실족지않게하지아니하

셨나이까?

57 (다윗의믹담시. 영장으로알다스헷에맞춘노래.

다윗이사울을피하여굴에있던때에)하나님이여, 나

를긍휼히여기시고나를긍휼히여기소서내영혼이

주께로피하되주의날개그늘아래서이재앙이지나

기까지피하리이다 2내가지극히높으신하나님께부

르짖음이여, 곧나를위하여모든것을이루시는하나

님께로다 3저가하늘에서보내사나를삼키려는자의

비방에서나를구원하실지라 (셀라)하나님이그인자

와진리를보내시리로다 4내혼이사자중에처하며

내가불사르는자중에누웠으니곧인생중에라저희

이는창과살이요저희혀는날카로운칼같도다 5하

나님이여, 주는하늘위에높이들리시며주의영광은



시편 1111

온세계위에높아지기를원하나이다 6저희가내걸음

을장애하려고그물을예비하였으니내영혼이억울하

도다저희가내앞에웅덩이를팠으나스스로그중에

빠졌도다 (셀라) 7하나님이여,내마음이확정되었고

내마음이확정되었사오니내가노래하고내가찬송하

리이다 8내영광아깰지어다! 비파야수금아깰지어다

! 내가새벽을깨우리로다! 9주여, 내가만민중에서주

께감사하오며열방중에서주를찬송하리이다 10대저

주의인자는커서하늘에미치고주의진리는궁창에

이르나이다 11하나님이여, 주는하늘위에높이들리

시며주의영광은온세계위에높아지기를원하나이

다

58 (다윗의믹담시. 영장으로알다스헷에맞춘노래)

인자들아! 너희가당연히공의를말하겠거늘어찌잠

잠하느뇨너희가정직히판단하느뇨 2오히려너희가

중심에악을행하며땅에서너희손의강포를달아주

는도다 3악인은모태에서부터멀어졌음이여나면서

부터곁길로나아가거짓을말하는도다 4저희의독은

뱀의독같으며저희는귀를막은귀머거리독사같으니

5곧술사가아무리공교한방술을행할지라도그소리

를듣지아니하는독사로다 6하나님이여, 저희입에서

이를꺾으소서여호와여,젊은사자의어금니를꺾어

내시며 7저희로급히흐르는물같이사라지게하시며

겨누는살이꺽임같게하시며 8소멸하여가는달팽이

같게하시며만기되지못하여출생한자가일광을보

지못함같게하소서 9가시나무불이가마를더웁게

하기전에저가생것과불붙는것을회리바람으로제

하여버리시리로다 10의인은악인의보복당함을보고

기뻐함이여그발을악인의피에씻으리로다 11때에



시편 1112

사람의말이진실로의인에게갚음이있고진실로땅

에서판단하시는하나님이계시다하리로다

59 (다윗의믹담시. 영장으로알다스헷에맞춘노래.

사울이사람을보내어다윗을죽이려고그집을지킨

때에) 나의하나님이여, 내원수에게서나를건지시고

일어나치려는자에게서나를높이드소서 2사악을행

하는자에게서나를건지시고피흘리기를즐기는자에

게서나를구원하소서 3저희가나의생명을해하려고

엎드려기다리고강한자가모여나를치려하오니여

호와여이는나의범과를인함이아니요나의죄를인

함도아니로소이다 4내가허물이없으나저희가달려

와서스스로준비하오니주여,나를도우시기위하여

깨사감찰하소서 5만군의하나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일어나열방을벌하소서무릇간사한악

인을긍휼히여기지마소서 (셀라) 6저희가저물게돌

아와서개처럼울며성으로두루다니고 7그입으로

악을토하며그입술에는칼이있어이르기를누가들

으리요하나이다 8여호와여, 주께서저희를웃으시리

니모든열방을비웃으시리이다 9하나님은나의산성

이시니저의힘을인하여내가주를바라리이다 10나

의하나님이그인자하심으로나를영접하시며내원

수의보응받는것을나로목도케하시리이다 11저희를

죽이지마옵소서나의백성이잊을까하나이다우리

방패되신주여,주의능력으로저희를흩으시고낮추

소서 12저희입술의말은곧그입의죄라저희의저주

와거짓말을인하여저희로그교만한중에서사로잡

히게하소서 13진노하심으로소멸하시되없기까지소

멸하사하나님이야곱중에다스리심을땅끝까지알

게하소서 (셀라) 14저희로저물게돌아와서개처럼울



시편 1113

며성으로두루다니게하소서 15저희는식물을위하

여유리하다가배부름을얻지못하면밤을새우려니와

16나는주의힘을노래하며아침에주의인자하심을

높이부르오리니주는나의산성이시며나의환난날

에피난처심이니이다 17나의힘이시여, 내가주께찬

송하오리니하나님은나의산성이시며나를긍휼히여

기시는하나님이심이니이다

60 (다윗이교훈하기위하여지은믹담.영장으로수

산에둣에맞춘노래.다윗이아람나하라임과아람소

바와싸우는중에요압이돌아와에돔을염곡에서쳐

서일만이천인을죽인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우리

를버려흩으셨고분노하셨사오나지금은우리를회복

시키소서 2주께서땅을진동시키사갈라지게하셨사

오니그틈을기우소서땅이요동함이니이다 3주께서

주의백성에게어려움을보이시고비척거리게하는포

도주로우리에게마시우셨나이다 4주를경외하는자

에게기를주시고진리를위하여달게하셨나이다 (셀

라) 5주의사랑하시는자를건지시기위하여우리에게

응답하사오른손으로구원하소서 6하나님이그거룩

하심으로말씀하시되내가뛰놀리라내가세겜을나누

며숙곳골짜기를척량하리라 7길르앗이내것이요므

낫세도내것이며에브라임은내머리의보호자요유

다는나의홀이며 8모압은내목욕통이라에돔에는내

신을던지리라블레셋아나를인하여외치라하셨도다

9누가나를이끌어견고한성에들이며누가나를에돔

에인도할꼬 10하나님이여, 주께서우리를버리지아

니하셨나이까하나님이여,주께서우리군대와함께

나아가지아니하시나이다 11우리를도와대적을치게

하소서사람의구원은헛됨이니이다 12우리가하나님



시편 1114

을의지하고용감히행하리니저는우리의대적을밟

으실자심이로다

61 (다윗의시. 영장으로현악에맞춘노래)하나님이

여, 나의부르짖음을들으시며내기도에유의하소서 2

내마음이눌릴때에땅끝에서부터주께부르짖으오

리니나보다높은바위에나를인도하소서 3주는나의

피난처시요원수를피하는견고한망대심이니이다 4

내가영원히주의장막에거하며내가주의날개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5하나님이여,내서원을들으시고

주의이름을경외하는자의얻을기업을내게주셨나

이다 6주께서왕으로장수케하사그나이여러대에

미치게하시리이다 7저가영원히하나님앞에거하리

니인자와진리를예비하사저를보호하소서 8그리하

시면내가주의이름을영원히찬양하며매일나의서

원을이행하리이다

62 (다윗의시.영장으로여두둔의법칙을의지하여

한노래) 나의영혼이잠잠히하나님만바람이여, 나의

구원이그에게서나는도다 2오직저만나의반석이시

요, 나의구원이시요, 나의산성이시니내가크게요동

치아니하리로다 3넘어지는담과흔들리는울타리같

은사람을죽이려고너희가일제히박격하기를언제까

지하려느냐? 4저희가그를그높은위에서떨어뜨리

기만꾀하고거짓을즐겨하니입으로는축복이요속으

로는저주로다 (셀라) 5나의영혼아, 잠잠히하나님만

바라라!대저나의소망이저로좇아나는도다 6오직

저만나의반석이시요나의구원이시요나의산성이시

니내가요동치아니하리로다 7나의구원과영광이하

나님께있음이여내힘의반석과피난처도하나님께

있도다 8백성들아시시로저를의지하고그앞에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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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토하라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시로다 (셀라) 9진

실로천한자도헛되고높은자도거짓되니저울에달

면들려입김보다경하리로다 10포학을의지하지말며

탈취한것으로허망하여지지말며재물이늘어도거기

치심치말지어다 11하나님이한두번하신말씀을내

가들었나니권능은하나님께속하였다하셨도다 12주

여, 인자함도주께속하였사오니주께서각사람이행

한대로갚으심이니이다

63 (다윗의시.유다광야에있을때에)하나님이여,

주는나의하나님이시라내가간절히주를찾되물이

없어마르고곤핍한땅에서내영혼이주를갈망하며

내육체가주를앙모하나이다 2내가주의권능과영광

을보려하여이와같이성소에서주를바라보았나이

다 3주의인자가생명보다나으므로내입술이주를

찬양할것이라 4이러므로내평생에주를송축하며주

의이름으로인하여내손을들리이다 5골수와기름진

것을먹음과같이내영혼이만족할것이라내입이기

쁜입술로주를찬송하되 6내가나의침상에서주를

기억하며밤중에주를묵상할때에하오리니 7주는나

의도움이되셨음이라내가주의날개그늘에서즐거

이부르리이다 8나의영혼이주를가까이따르니주의

오른손이나를붙드시거니와 9나의영혼을찾아멸하

려하는저희는땅깊은곳에들어가며 10칼의세력에

붙인바되어시랑의밥이되리이다 11왕은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주로맹세한자마다자랑할것이나거짓

말하는자의입은막히리로다

64 (다윗의시.영장으로한노래)하나님이여,나의

근심하는소리를들으시고원수의두려움에서나의생

명을보존하소서 2주는나를숨기사행악자의비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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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에서와죄악을짓는자의요란에서벗어나게하소서

3저희가칼같이자기혀를연마하며화살같이독한말

로겨누고 4숨은곳에서완전한자를쏘려하다가갑

자기쏘고두려워하지않도다 5저희는악한목적으로

서로장려하며비밀히올무놓기를함께의논하고하

는말이누가보리요하며 6저희는죄악을도모하며

이르기를우리가묘책을찾았다하나니각사람의속

뜻과마음이깊도다 7그러나하나님이저희를쏘시리

니저희가홀연히살에상하리로다 8이러므로저희가

엎드러지리니저희의혀가저희를해함이라저희를보

는자가다머리를흔들리로다 9모든사람이두려워하

여하나님의일을선포하며그행하심을깊이생각하

리로다 10의인은여호와를인하여즐거워하며그에게

피하리니마음이정직한자는다자랑하리로다

65 (다윗의시.영장으로한노래)하나님이여,찬송이

시온에서주를기다리오며사람이서원을주께이행하

리이다 2기도를들으시는주여,모든육체가주께나

아오리이다 3죄악이나를이기었사오니우리의죄과

를주께서사하시리이다 4주께서택하시고가까이오

게하사주의뜰에거하게하신사람은복이있나이다

우리가주의집곧주의성전의아름다움으로만족하

리이다 5우리구원의하나님이시여,땅의모든끝과

먼바다에있는자의의지할주께서의를좇아엄위하

신일로우리에게응답하시리이다 6주는주의힘으로

산을세우시며권능으로띠를띠시며 7바다의흉용과

물결의요동과만민의훤화까지진정하시나이다 8땅

끝에거하는자가주의징조를두려워하나이다주께서

아침되는것과저녁되는것을즐거워하게하시며 9땅

을권고하사물을대어심히윤택케하시며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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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물이가득하게하시고이같이땅을예비하신후

에저희에게곡식을주시나이다 10주께서밭고랑에

물을넉넉히대사그이랑을평평하게하시며또단비

로부드럽게하시고그싹에복주시나이다 11주의은

택으로년사에관씌우시니주의길에는기름이떨어

지며 12들의초장에도떨어지니작은산들이기쁨으로

띠를띠었나이다 13초장에는양떼가입혔고골짜기에

는곡식이덮였으매저희가다즐거이외치고또노래

하나이다

66 (시. 영장으로한노래) 온땅이여, 하나님께즐거

운소리를발할지어다 2그이름의영광을찬양하고영

화롭게찬송할지어다 3하나님께고하기를주의일이

어찌그리엄위하신지요주의큰권능으로인하여주

의원수가주께복종할것이며 4온땅이주께경배하

고주를찬양하며주의이름을찬양하리이다할지어다

(셀라) 5와서하나님의행하신것을보라인생에게행

하심이엄위하시도다 6하나님이바다를변하여육지

되게하셨으므로무리가도보로강을통과하고우리가

거기서주로인하여기뻐하였도다 7저가그능으로영

원히치리하시며눈으로열방을감찰하시나니거역하

는자는자고하지말지어다 (셀라) 8만민들아! 우리하

나님을송축하며그송축소리로들리게할찌어다 9그

는우리영혼을살려두시고우리의실족함을허락지

아니하시는주시로다 10하나님이여,주께서우리를시

험하시되우리를단련하시기를은을단련함같이하셨

으며 11우리를끌어그물에들게하시며어려운짐을

우리허리에두셨으며 12사람들로우리머리위로타

고가게하셨나이다우리가불과물을통행하더니주

께서우리를끌어내사풍부한곳에들이셨나이다 13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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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번제를가지고주의집에들어가서나의서원을갚

으리니 14이는내입술이발한것이요내환난때에내

입이말한것이니이다 15내가수양의향기와함께살

진것으로주께번제를드리며수소와염소를드리리

이다 (셀라) 16하나님을두려워하는너희들아다와서

들으라하나님이내영혼을위하여행하신일을내가

선포하리로다 17내가내입으로그에게부르짖으며내

혀로높이찬송하였도다 18내가내마음에죄악을품

으면주께서듣지아니하시리라 19그러나하나님이실

로들으셨으며내기도소리에주의하셨도다 20하나님

을찬송하리로다! 저가내기도를물리치지아니하시

고그인자하심을내게서거두지도아니하셨도다

67 (시곧노래.영장으로현악에맞춘것)하나님은우

리를긍휼히여기사복을주시고그얼굴빛으로우리

에게비취사 (셀라) 2주의도를땅위에,주의구원을

만방중에알리소서 3하나님이여, 민족들로주를찬송

케하시며모든민족으로주를찬송케하소서 4열방은

기쁘고즐겁게노래할지니주는민족들을공평히판단

하시며땅위에열방을치리하실것임이니이다 (셀라)

5하나님이여, 민족들로주를찬송케하시며모든민족

으로주를찬송케하소서 6땅이그소산을내었도다

하나님곧우리하나님이우리에게복을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우리에게복을주시리니땅의모든끝이하

나님을경외하리로다

68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하나님은일어나사

원수를흩으시며주를미워하는자로주의앞에서도

망하게하소서 2연기가몰려감같이저희를몰아내소

서불앞에서밀이녹음같이악인이하나님앞에서망

하게하소서 3의인은기뻐하여하나님앞에서뛰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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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고즐거워할지어다 4하나님께노래하며그이

름을찬양하라타고광야에행하시던자를위하여대

로를수축하라그이름은여호와시니그앞에서뛰놀

지어다 5그거룩한처소에계신하나님은고아의아버

지시며과부의재판장이시라 6하나님은고독한자로

가속중에처하게하시며수금된자를이끌어내사형

통케하시느니라오직거역하는자의거처는메마른

땅이로다 7하나님이여, 주의백성앞에서앞서나가사

광야에행진하셨을때에 (셀라) 8땅이진동하며하늘

이하나님앞에서떨어지며저시내산도하나님곧이

스라엘의하나님앞에서진동하였나이다 9하나님이

여, 흡족한비를보내사주의산업이곤핍할때에견고

케하셨고 10주의회중으로그가운데거하게하셨나

이다하나님이여, 가난한자를위하여주의은택을준

비하셨나이다 11주께서말씀을주시니소식을공포하

는여자가큰무리라 12여러군대의왕들이도망하고

도망하니집에거한여자도탈취물을나누도다 13너희

가양우리에누울때에는그날개를은으로입히고그

깃을황금으로입힌비둘기같도다 14전능하신자가

열왕을그중에서흩으실때에는살몬에눈이날림같

도다 15바산의산은하나님의산임이여바산의산은

높은산이로다 16너희높은산들아, 어찌하여하나님

이거하시려하는산을시기하여보느뇨진실로여호

와께서이산에영영히거하시리로다 17하나님의병거

가천천이요만만이라주께서그중에계심이시내산

성소에계심같도다 18주께서높은곳으로오르시며

사로잡은자를끌고선물을인간에게서또는패역자

중에서받으시니여호와하나님이저희와함께거하려

하심이로다 19날마다우리짐을지시는주곧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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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이신하나님을찬송할지로다! 20하나님은우리에

게구원의하나님이시라사망에서피함이주여호와께

로말미암거니와 21그원수의머리곧그죄과에항상

행하는자의정수리는하나님이쳐서깨치시리로다 22

주께서말씀하시기를내가저희를바산에서돌아오게

하며바다깊은데서도로나오게하고 23너로저희를

심히치고그피에네발을잠그게하며네개의혀로

네원수에게서제분깃을얻게하리라하시도다 24하

나님이여,저희가주의행차하심을보았으니곧나의

하나님나의왕이성소에행차하시는것이라 25소고

치는동녀중에가객은앞서고악사는뒤따르나이다

26이스라엘의근원에서나온너희여대회중에서하나

님곧주를송축할지어다 27거기는저희주관자작은

베냐민과유다의방백과그무리와스불론의방백과

납달리의방백이있도다 28네하나님이네힘을명하

셨도다하나님이여,우리를위하여행하신것을견고

히하소서 29예루살렘에있는주의전을위하여왕들

이주께예물을드리리이다 30갈밭의들짐승과수소의

무리와만민의송아지를꾸짖으시고은조각을발아

래밟으소서저가전쟁을즐기는백성을흩으셨도다

31방백들은애굽에서나오고구스인은하나님을향하

여그손을신속히들리로다 32땅의열방들아하나님

께노래하고주께찬송할지어다 (셀라) 33옛적하늘들

의하늘을타신자에게찬송하라! 주께서그소리를발

하시니웅장한소리로다 34너희는하나님께능력을돌

릴지어다! 그위엄이이스라엘위에있고그능력이하

늘에있도다 35하나님이여,위엄을성소에서나타내시

나이다이스라엘의하나님은그백성에게힘과능을

주시나니하나님을찬송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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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윗의시. 영장으로소산님에맞춘노래)하나님

이여,나를구원하소서물들이내영혼까지흘러들어

왔나이다 2내가설곳이없는깊은수렁에빠지며깊

은물에들어가니큰물이내게넘치나이다 3내가부

르짖음으로피곤하여내목이마르며내하나님을바

람으로내눈이쇠하였나이다 4무고히나를미워하는

자가내머리털보다많고무리히내원수가되어나를

끊으려하는자가강하였으니내가취치아니한것도

물어주게되었나이다 5하나님이여, 나의우매함을아

시오니내죄가주의앞에서숨김이없나이다 6만군의

주여호와여, 주를바라는자로나를인하여수치를당

케마옵소서이스라엘의하나님이여주를찾는자로

나를인하여욕을당케마옵소서 7내가주를위하여

훼방을받았사오니수치가내얼굴에덮였나이다 8내

가내형제에게는객이되고내모친의자녀에게는외

인이되었나이다 9주의집을위하는열성이나를삼키

고주를훼방하는훼방이내게미쳤나이다 10내가곡

하고금식함으로내영혼을경계하였더니그것이도리

어나의욕이되었으며 11내가굵은베로내옷을삼았

더니내가저희의말거리가되었나이다 12성문에앉은

자가나를말하며취한무리가나를가져노래하나이

다 13여호와여, 열납하시는때에나는주께기도하오

니하나님이여, 많은인자와구원의진리로내게응답

하소서 14나를수렁에서건지사빠지지말게하시고

나를미워하는자에게서와깊은물에서건지소서 15큰

물이나를엄몰하거나깊음이나를삼키지못하게하

시며웅덩이로내위에그입을닫지못하게하소서 16

여호와여, 주의인자하심이선하시오니내게응답하시

며주의많은긍휼을따라내게로돌이키소서 17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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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주의종에게서숨기지마소서내가환난중에

있사오니속히내게응답하소서 18내영혼에게가까이

하사구속하시며내원수를인하여나를속량하소서

19주께서나의훼방과수치와능욕을아시나이다내

대적이다주의앞에있나이다 20훼방이내마음을상

하여근심이충만하니긍휼히여길자를바라나없고

안위할자를바라나찾지못하였나이다 21저희가쓸개

를나의식물로주며갈할때에초로마시웠사오니 22

저희앞에밥상이올무가되게하시며저희평안이덫

이되게하소서 23저희눈이어두워보지못하게하시

며그허리가항상떨리게하소서 24주의분노를저희

위에부으시며주의맹렬하신노로저희에게미치게

하소서 25저희거처로황폐하게하시며그장막에거

하는자가없게하소서 26대저저희가주의치신자를

핍박하며주께서상케하신자의슬픔을말하였사오니

27저희죄악에죄악을더정하사주의의에들어오지

못하게하소서 28저희를생명책에서도말하사의인과

함께기록되게마소서 29오직나는가난하고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구원으로나를높이소서 30내가노

래로하나님의이름을찬송하며감사함으로하나님을

광대하시다하리니 31이것이소곧뿔과굽이있는황

소를드림보다여호와를더욱기쁘시게함이될것이

라 32온유한자가이를보고기뻐하나니하나님을찾

는너희들아! 너희마음을소생케할지어다 33여호와

는궁핍한자를들으시며자기를인하여수금된자를

멸시치아니하시나니 34천지가그를찬송할것이요바

다와그중의모든동물도그리할지로다 35하나님이

시온을구원하시고유다성읍들을건설하시리니무리

가거기거하여소유를삼으리로다 36그종들의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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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이를상속하고그이름을사랑하는자가그중

에거하리로다

70 (다윗의기념케하는시.영장으로한노래)하나님

이여, 속히나를건지소서여호와여, 속히나를도우소

서 2내영혼을찾는자로수치와무안을당케하시며

나의상함을기뻐하는자로물러가욕을받게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는자로자기수치를인하여물러가게하

소서 4주를찾는모든자로주를인하여기뻐하고즐

거워하게하시며주의구원을사모하는자로항상말

하기를하나님은광대하시다하게하소서 5나는가난

하고궁핍하오니하나님이여,속히내게임하소서주

는나의도움이시요나를건지시는자시오니여호와여

, 지체치마소서

71여호와여, 내가주께피하오니나로영영히수치를

당케마소서 2주의의로나를건지시며나를풀어주시

며주의귀를내게기울이사나를구원하소서 3주는

나의무시로피하여거할바위가되소서주께서나를

구원하라명하셨으니이는주께서나의반석이시요나

의산성이심이니이다 4나의하나님이여, 나를악인의

손곧불의한자와흉악한자의장중에서피하게하소

서 5주여호와여, 주는나의소망이시요나의어릴때

부터의지시라 6내가모태에서부터주의붙드신바되

었으며내어미배에서주의취하여내신바되었사오

니나는항상주를찬송하리이다! 7나는무리에게이

상함이되었사오나주는나의견고한피난처시오니 8

주를찬송함과주를존숭함이종일토록내입에가득

하리이다 9나를늙은때에버리지마시며내힘이쇠

약한때에떠나지마소서 10나의원수들이내게대하

여말하며나의영혼을엿보는자가서로꾀하여 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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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를하나님이저를버리셨은즉따라잡으라건질

자가없다하오니 12하나님이여, 나를멀리마소서나

의하나님이여, 속히나를도우소서 13내영혼을대적

하는자로수치와멸망을당케하시며나를모해하려

하는자에게는욕과수욕이덮이게하소서 14나는항

상소망을품고주를더욱찬송하리이다 15내가측량

할수없는주의의와구원을내입으로종일전하리이

다 16내가주여호와의능하신행적을가지고오겠사

오며주의의곧주의의만진술하겠나이다 17하나님

이여, 나를어려서부터교훈하셨으므로내가지금까지

주의기사를전하였나이다 18하나님이여, 내가늙어

백수가될때에도나를버리지마시며내가주의힘을

후대에전하고주의능을장래모든사람에게전하기

까지나를버리지마소서 19하나님이여, 주의의가또

한지극히높으시니이다하나님이여,주께서대사를

행하셨사오니누가주와같으리이까 20우리에게많고

심한고난을보이신주께서우리를다시살리시며땅

깊은곳에서다시이끌어올리시리이다 21나를더욱

창대하게하시고돌이키사나를위로하소서 22나의하

나님이여, 내가또비파를주를찬양하며주의성실을

찬양하리이다이스라엘의거룩하신주여, 내가수금으

로주를찬양하리이다 23내가주를찬양할때에내입

술이기뻐외치며주께서구속하신내영혼이즐거워

하리이다 24내혀도종일토록주의의를말씀하오리니

나를모해하려하던자가수치와무안을당함이니이

다

72 (솔로몬의시) 하나님이여, 주의판단력을왕에게

주시고주의의를왕의아들에게주소서 2저가주의

백성을의로판단하며주의가난한자를공의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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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니 3의로인하여산들이백성에게평강을주며작

은산들도그리하리로다 4저가백성의가난한자를신

원하며궁핍한자의자손을구원하며압박하는자를

꺾으리로다 5저희가해가있을동안에주를두려워하

며달이있을동안에대대로그리하리로다 6저는벤

풀에내리는비같이땅을적시는소낙비같이임하리

니 7저의날에의인이흥왕하여평강의풍성함이달이

다할때까지이르리로다 8저가바다에서부터바다까

지와강에서부터땅끝까지다스리리니 9광야에거하

는자는저의앞에굽히며그원수들은티끌을핥을것

이며 10다시스와섬의왕들이공세를바치며스바와

시바왕들이예물을드리리로다 11만왕이그앞에부

복하며열방이다그를섬기리로다 12저는궁핍한자

의부르짖을때에건지며도움이없는가난한자도건

지며 13저는가난한자와궁핍한자를긍휼히여기며

궁핍한자의생명을구원하며 14저희생명을압박과

강포에서구속하리니저희피가그목전에귀하리로다

15저희가생존하여스바의금을저에게드리며사람들

이저를위하여항상기도하고종일찬송하리로다 16

산꼭대기의땅에도화곡이풍성하고그열매가레바논

같이흔들리며성에있는자가땅의풀같이왕성하리

로다 17그이름이영구함이여, 그이름이해와같이장

구하리로다사람들이그로인하여복을받으리니열방

이다그를복되다하리로다 18홀로기사를행하시는

여호와하나님곧이스라엘의하나님을찬송하며 19그

영화로운이름을영원히찬송할지어다!온땅에그영

광이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새의아들다윗의기

도가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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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아삽의시) 하나님이참으로이스라엘중마음이

정결한자에게선을행하시나 2나는거의실족할뻔

하였고내걸음이미끄러질뻔하였으니 3이는내가

악인의형통함을보고오만한자를질시하였음이로다

4저희는죽는때에도고통이없고그힘이건강하며 5

타인과같은고난이없고타인과같은재앙도없나니 6

그러므로교만이저희목걸이요강포가저희의입는

옷이며 7살찜으로저희눈이솟아나며저희소득은마

음의소원보다지나며 8저희는능욕하며악하게압제

하여말하며거만히말하며 9저희입은하늘에두고

저희혀는땅에두루다니도다 10그러므로그백성이

이리로돌아와서잔에가득한물을다마시며 11말하

기를하나님이어찌알랴지극히높은자에게지식이

있으랴하도다 12볼지어다! 이들은악인이라항상평

안하고재물은더하도다 13내가내마음을정히하며

내손을씻어무죄하다한것이실로헛되도다 14나는

종일재앙을당하며아침마다징책을보았도다 15내가

만일스스로이르기를내가이렇게말하리라하였더면

주의아들들의시대를대하여궤휼을행하였으리이다

16내가어찌면이를알까하여생각한즉내게심히곤

란하더니 17하나님의성소에들어갈때에야저희결국

을내가깨달았나이다 18주께서참으로저희를미끄러

운곳에두시며파멸에던지시니 19저희가어찌그리

졸지에황폐되었는가놀람으로전멸하였나이다 20주

여, 사람이깬후에는꿈을무시함같이주께서깨신후

에저희형상을멸시하시리이다 21내마음이산란하며

내심장이찔렸나이다 22내가이같이우매무지하니

주의앞에짐승이오나 23내가항상주와함께하니주

께서내오른손을붙드셨나이다 24주의교훈으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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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시고후에는영광으로나를영접하시리니 25하

늘에서는주외에누가내게있리요땅에서는주밖에

나의사모할자없나이다 26내육체와마음은쇠잔하

나하나님은내마음의반석이시요영원한분깃이시라

27대저주를멀리하는자는망하리니음녀같이주를

떠난자를주께서다멸하셨나이다 28하나님께가까이

함이내게복이라내가주여호와를나의피난처로삼

아주의모든행사를전파하리이다

74 (아삽의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어찌하여우

리를영원히버리시나이까?어찌하여주의치시는양

을향하여진노의연기를발하시나이까? 2옛적부터얻

으시고구속하사주의기업의지파로삼으신주의회

중을기억하시며주의거하신시온산도생각하소서 3

영구히파멸된곳으로주의발을드십소서원수가성

소에서모든악을행하였나이다 4주의대적이주의회

중에서훤화하며자기기를세워표적을삼았으니 5저

희는마치도끼를들어삼림을베는사람같으니이다 6

이제저희가도끼와철퇴로성소의모든조각품을쳐

서부수고 7주의성소를불사르며주의이름이계신

곳을더럽혀땅에엎었나이다 8저희의마음에이르기

를우리가그것을진멸하자하고이땅에있는하나님

의모든회당을불살랐나이다 9우리의표적이보이지

아니하며선지자도다시없으며이런일이얼마나오

랠는지우리중에아는자도없나이다 10하나님이여,

대적이언제까지훼방하겠으며원수가주의이름을영

원히능욕하리이까? 11주께서어찌하여주의손곧오

른손을거두시나이까?주의품에서빼사저희를멸하

소서 12하나님은예로부터나의왕이시라인간에구원

을베푸셨나이다 13주께서주의능력으로바다를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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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물가운데용들의머리를깨뜨리셨으며 14악어의

머리를파쇄하시고그것을사막에거하는자에게식물

로주셨으며 15바위를쪼개사큰물을내시며길이흐

르는강들을말리우셨나이다 16낮도주의것이요밤도

주의것이라주께서빛과해를예비하셨으며 17땅의

경계를정하시며여름과겨울을이루셨나이다 18여호

와여,이것을기억하소서원수가주를비방하며우매

한백성이주의이름을능욕하였나이다 19주의멧비둘

기의생명을들짐승에게주지마시며주의가난한자

의목숨을영영히잊지마소서 20언약을돌아보소서

대저땅흑암한곳에강포한자의처소가가득하였나

이다 21학대받은자로부끄러이돌아가게마시고가

난한자와궁핍한자로주의이름을찬송케하소서 22

하나님이여,일어나사주의원통을푸시고우매한자

가종일주를비방하는것을기억하소서 23주의대적

의소리를잊지마소서일어나주를항거하는자의훤

화가항상상달하나이다

75 (아삽의시. 영장으로알다스헷에에맞춘노래)하

나님이여,우리가주께감사하고감사함은주의이름

이가까움이라사람들이주의기사를전파하나이다 2

주의말씀이내가정한기약을당하면정의로판단하

리니땅의기둥은내가세웠거니와땅과그모든거민

이소멸되리라하시도다 (셀라) 3내가오만한자더러

오만히행치말라하며행악자더러뿔을들지말라하였

노니 4너희뿔을높이들지말며교만한목으로말하

지말지어다 5대저높이는일이동에서나서에서말미

암지아니하며남에서도말미암지아니하고 6오직재

판장이신하나님이이를낮추시고저를높이시느니라

7여호와의손에잔이있어술거품이일어나는도다속



시편 1129

에섞은것이가득한그잔을하나님이쏟아내시나니

실로그찌끼까지도땅의모든악인이기울여마시리

로다 8나는야곱의하나님을영원히선포하며찬양하

며 9또악인의뿔을다베고의인의뿔은높이들리로

다

76 (아삽의시. 영장으로현악에맞춘노래)하나님이

유다에알린바되셨으며그이름은이스라엘에크시

도다 2그장막이또한살렘에있음이여, 그처소는시

온에있도다 3거기서저가화살과방패와칼과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4주는영화로우시며약탈한산에

서존귀하시도다 5마음이강한자는탈취를당하여자

기잠을자고장사는자기손을놀리지못하도다 6야

곱의하나님이여,주께서꾸짖으시매병거와말이다

깊은잠이들었나이다 7주곧주는경외할자시니주

께서한번노하실때에누가주의목전에서리이까 8

주께서하늘에서판결을선포하시매땅이두려워잠잠

하였나니 9곧하나님이땅의모든온유한자를구원하

시려고판단하러일어나신때에로다 (셀라) 10진실로

사람의노는장차주를찬송하게될것이요그남은노

는주께서금하시리이다 11너희는여호와너희하나님

께서원하고갚으라사방에있는모든자도마땅히경

외할이에게예물을드릴지로다 12저가방백들의심령

을꺾으시리니저는세상의왕들에게두려움이시로다

77 (아삽의시.영장으로여두둔의법칙에의지하여

한노래) 내가내음성으로하나님께부르짖으리니하

나님께내음성으로부르짖으면내게귀를기울이시리

로다 2나의환난날에내가주를찾았으며밤에는내

손을들고거두지아니하였으며내영혼이위로받기

를거절하였도다 3내가하나님을생각하고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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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하니내심령이상하도다 (셀라) 4주께서나로눈

을붙이지못하게하시니내가괴로워말할수없나이

다 5내가옛날곧이전해를생각하였사오며 6밤에한

나의노래를기억하여마음에묵상하며심령이궁구하

기를 7주께서영원히버리실까, 다시는은혜를베풀지

아니하실까 8그인자하심이길이다하였는가, 그허락

을영구히폐하셨는가 9하나님이은혜베푸심을잊으

셨는가, 노하심으로그긍휼을막으셨는가하였나이다

(셀라) 10또내가말하기를이는나의연약함이라지존

자의오른손의해 11곧여호와의옛적기사를기억하

여그행하신일을진술하리이다 12또주의모든일을

묵상하며주의행사를깊이생각하리이다 13하나님이

여, 주의도는극히거룩하시오니하나님과같이큰신

이누구오니이까 14주는기사를행하신하나님이시라

민족들중에주의능력을알으시고 15주의팔로주의

백성곧야곱과요셉의자손을구속하셨나이다 (셀라)

16하나님이여, 물들이주를보았나이다물들이주를

보고두려워하며깊음도진동하였고 17구름이물을쏟

고궁창이소리를발하며주의살도날아나갔나이다

18회리바람중에주의우뢰의소리가있으며번개가

세계를비취며땅이흔들리고움직였나이다 19주의길

이바다에있었고주의첩경이큰물에있었으나주의

종적을알수없었나이다 20주의백성을무리양같이

모세와아론의손으로인도하셨나이다

78 (아삽의마스길)내백성이여,내교훈을들으며내

입의말에귀를기울일지어다 2내가입을열고비유를

베풀어서옛비밀한말을발표하리니 3이는우리가들

은바요아는바요우리열조가우리에게전한바라 4

우리가이를그자손에게숨기지아니하고여호와의



시편 1131

영예와그능력과기이한사적을후대에전하리로다 5

여호와께서증거를야곱에게세우시며법도를이스라

엘에게정하시고우리열조에게명하사저희자손에게

알게하라하셨으니 6이는저희로후대곧후생자손

에게이를알게하고그들은일어나그자손에게일러

서 7저희로그소망을하나님께두며하나님의행사를

잊지아니하고오직그계명을지켜서 8그열조곧완

고하고패역하여그마음이정직하지못하며그심령

은하나님께충성치아니한세대와같지않게하려하

심이로다 9에브라임자손은병기를갖추며활을가졌

으나전쟁의날에물러갔도다 10저희가하나님의언약

을지키지아니하고그율법준행하기를거절하며 11

여호와의행하신것과저희에게보이신기사를잊었도

다 12옛적에하나님이애굽땅소안들에서기이한일

을저희열조의목전에서행하셨으되 13저가바다를

갈라물을무더기같이서게하시고저희로지나게하

셨으며 14낮에는구름으로온밤에는화광으로인도하

셨으며 15광야에서반석을쪼개시고깊은수원에서나

는것같이저희에게물을흡족히마시우셨으며 16또

반석에서시내를내사물이강같이흐르게하셨으나

17저희는계속하여하나님께범죄하여황야에서지존

자를배반하였도다 18저희가저희탐욕대로식물을구

하여그심중에하나님을시험하였으며 19그뿐아니

라하나님을대적하여말하기를하나님이광야에서능

히식탁을준비하시랴 20저가반석을쳐서물을내시

매시내가넘쳤거니와또능히떡을주시며그백성을

위하여고기를예비하시랴하였도다 21그러므로여호

와께서듣고노하심이여야곱을향하여노가맹렬하며

이스라엘을향하여노가올랐으니 22이는하나님을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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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하며그구원을의지하지아니한연고로다 23

그러나저가오히려위의궁창을명하시며하늘문을

여시고 24저희에게만나를비같이내려먹이시며하늘

양식으로주셨나니 25사람이권세있는자의떡을먹

음이여하나님이식물을충족히주셨도다 26저가동풍

으로하늘에서일게하시며그권능으로남풍을인도

하시고 27저희에게고기를티끌같이내리시니곧바다

모래같은나는새라 28그진중에떨어지게하사그거

처에둘리셨도다 29저희가먹고배불렀나니하나님이

저희소욕대로주셨도다 30저희가그욕심에서떠나지

아니하고저희식물이아직그입에있을때에 31하나

님이저희를대하여노를발하사저희중살진자를죽

이시며이스라엘의청년을쳐엎드러뜨리셨도다 32그

럴지라도저희가오히려범죄하여그의기사를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하나님이저희날을헛되이보내게

하시며저희해를두렵게지내게하셨도다 34하나님이

저희를죽이실때에저희가그에게구하며돌이켜하

나님을간절히찾았고 35하나님이저희의반석이시요

지존하신하나님이저희구속자이심을기억하였도다

36그러나저희가입으로그에게아첨하며자기혀로

그에게거짓을말하였으니 37이는하나님께향하는저

희마음이정함이없으며그의언약에성실치아니하

였음이로다 38오직하나님은자비하심으로죄악을사

하사멸하지아니하시고그진노를여러번돌이키시며

그분을다발하지아니하셨으니 39저희는육체뿐이

라가고다시오지못하는바람임을기억하셨음이로다

40저희가광야에서그를반항하며사막에서그를슬프

시게함이몇번인고 41저희가돌이켜하나님을재삼

시험하며이스라엘의거룩한자를격동하였도다 42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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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그의권능을기억지아니하며대적에게서구속하

신날도생각지아니하였도다 43그때에하나님이애

굽에서그징조를, 소안들에서그기사를나타내사 44

저희의강과시내를피로변하여저희로마실수없게

하시며 45파리떼를저희중에보내어물게하시고개

구리를보내어해하게하셨으며 46저희의토산물을황

충에게주시며저희의수고한것을메뚜기에게주셨으

며 47저희포도나무를우박으로, 저희뽕나무를서리

로죽이셨으며 48저희가축을우박에, 저희양떼를번

갯불에붙이셨으며 49그맹렬한노와분과분노와고

난곧벌하는사자들을저희에게내려보내셨으며 50

그노를위하여치도하사저희혼의사망을면케아니

하시고저희생명을염병에붙이셨으며 51애굽에서모

든장자곧함의장막에있는그기력의시작을치셨으

나 52자기백성을양같이인도하여내시고광야에서

양떼같이지도하셨도다 53저희를안전히인도하시니

저희는두려움이없었으나저희원수는바다에엄몰되

었도다 54저희를그성소의지경곧그의오른손이취

하신산으로인도하시고 55또열방을저희앞에서쫓

아내시며줄로저희기업을분배하시고이스라엘지

파로그장막에거하게하셨도다 56그럴지라도저희가

지존하신하나님을시험하며반항하여그증거를지키

지아니하며 57저희열조같이배반하고궤사를행하여

속이는활같이빗가서 58자기산당으로그노를격동

하며저희조각한우상으로그를진노케하였으매 59

하나님이들으시고분내어이스라엘을크게미워하사

60실로의성막곧인간에세우신장막을떠나시고 61

그능력된자를포로에붙이시며자기영광을대적의

손에붙이시고 62그백성을또칼에붙이사그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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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분내셨으니 63저희청년은불에살라지고저희

처녀에게는혼인노래가없으며 64저희제사장들은칼

에엎드러지고저희과부들은애곡하지못하였도다 65

때에주께서자다가깬자같이포도주로인하여외치

는용사같이일어나사 66그대적들을쳐물리쳐서길

이욕되게하시고 67또요셉의장막을싫어버리시며

에브라임지파를택하지아니하시고 68오직유다지파

와그사랑하시는시온산을택하시고 69그성소를산

의높음같이, 영원히두신땅같이지으셨으며 70또그

종다윗을택하시되양의우리에서취하시며 71젖양

을지키는중에서저희를이끄사그백성인야곱그기

업인이스라엘을기르게하셨더니 72이에저가그마

음의성실함으로기르고그손의공교함으로지도하였

도다

79 (아삽의시)하나님이여, 열방이주의기업에들어

와서주의성전을더럽히고예루살렘으로돌무더기가

되게하였나이다 2저희가주의종들의시체를공중의

새에게밥으로주며주의성도들의육체를땅짐승에

게주며 3그들의피를예루살렘사면에물같이흘렸

으며그들을매장하는자가없었나이다 4우리는우리

이웃에게비방거리가되며우리를에운자에게조소와

조롱거리가되었나이다 5여호와여, 어느때까지니이

까? 영원히노하시리이까? 주의진노가불붙듯하시리

이까? 6주를알지아니하는열방과주의이름을부르

지아니하는열국에주의노를쏟으소서 7저희가야곱

을삼키고그거처를황폐케함이니이다 8우리열조의

죄악을기억하여우리에게돌리지마옵소서우리가심

히천하게되었사오니주의긍휼하심으로속히우리를

영접하소서 9우리구원의하나님이여, 주의이름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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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위하여우리를도우시며주의이름을위하여우

리를건지시며우리죄를사하소서 10어찌하여열방으

로저희하나님이어디있느냐?말하게하리이까주의

종들의피흘림당한보수를우리목전에열방중에알

리소서 11갇힌자의탄식으로주의앞에이르게하시

며죽이기로정한자를주의크신능력을따라보존하

소서 12주여우리이웃이주를훼방한그훼방을저희

품에칠배나갚으소서 13그러하면주의백성곧주의

기르시는양된우리는영원히주께감사하며주의영

예를대대로전하리이다

80 (아삽의시. 영장으로소산님에듯에맞춘노래)요

셉을양떼같이인도하시는이스라엘의목자여,귀를

기울이소서그룹사이에좌정하신자여빛을비취소서

2에브라임과베냐민과므낫세앞에서주의용력을내

사우리를구원하러오소서 3하나님이여, 우리를돌이

키시고주의얼굴빛을비취사우리로구원을얻게하

소서 4만군의하나님여호와여,주의백성의기도에

대하여어느때까지노하시리이까 5주께서저희를눈

물양식으로먹이시며다량의눈물을마시게하셨나이

다 6우리로우리이웃에게다툼거리가되게하시니우

리원수들이서로웃나이다 7만군의하나님이여, 우리

를돌이키시고주의얼굴빛을비취사우리로구원을

얻게하소서 8주께서한포도나무를애굽에서가져다

가열방을쫓아내시고이를심으셨나이다 9주께서그

앞서준비하셨으므로그뿌리가깊이땅에편만하며

10그그늘이산들을가리우고그가지는하나님의백

향목같으며 11주께서어찌하여그담을헐으사길에

지나는모든자로따게하셨나이까 12수풀의돼지가

상해하며들짐승들이먹나이다 13만군의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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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옵나니돌이키사하늘에서굽어보시고이포도나

무를권고하소서 14주의오른손으로심으신줄기요주

를위하여힘있게하신가지니이다 15그것이소화되고

작벌을당하며주의면책을인하여망하오니 16주의

우편에있는자곧주를위하여힘있게하신인자의위

에주의손을얹으소서 17그러하면우리가주에게서

물러가지아니하오리니우리를소생케하소서우리가

주의이름을부르리이다 18만군의하나님여호와여,

우리를돌이키시고주의얼굴빛을비취소서우리가

구원을얻으리이다

81 (아삽의시. 영장으로깃딧이맞춘노래)우리능력

되신하나님께높이노래하며야곱의하나님께즐거이

노래할지어다 2시를읊으며소고를치고아름다운수

금에비파를아우를지어다 3월삭과월망과우리의절

일에나팔을불지어다 4이는이스라엘의율례요야곱

의하나님의규례로다 5하나님이애굽땅을치러나가

시던때에요셉의족속중에이를증거로세우셨도다

거기서내가알지못하던말씀을들었나니 6이르시되

내가그어깨에서짐을벗기고그손에서광주리를놓

게하였도다 7네가고난중에부르짖으매내가너를

건졌고뇌성의은은한곳에서네게응답하며므리바

물가에서너를시험하였도다 (셀라) 8내백성이여들

으라내가네게증거하리라이스라엘이여,내게듣기

를원하노라 9너희중에다른신을두지말며이방신

에게절하지말지어다 10나는너를애굽땅에서인도

하여낸여호와네하나님이니네입을넓게열라내가

채우리라하였으나 11내백성이내소리를듣지아니

하며이스라엘이나를원치아니하였도다 12그러므로

내가그마음의강퍅한대로버려두어그임의대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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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하였도다 13내백성이나를청종하며이스라엘이

내도행하기를원하노라 14그리하면내가속히저희

원수를제어하며내손을돌려저희대적을치리니 15

여호와를한하는자는저에게복종하는체할지라도

저희시대는영원히계속하리라 16내가또밀의아름

다운것으로저희에게먹이며반석에서나오는꿀로

너를만족케하리라하셨도다

82 (아삽의시) 하나님이하나님의회가운데서시며

재판장들중에서판단하시되 2너희가불공평한판단

을하며악인의낯보기를언제까지하려느냐 (셀라) 3

가난한자와고아를위하여판단하며곤란한자와빈

궁한자에게공의를베풀지며 4가난한자와궁핍한자

를구원하여악인들의손에서건질찌니라하시는도다

5저희는무지무각하여흑암중에왕래하니땅의모든

터가흔들리도다 6내가말하기를너희는신들이며다

지존자의아들들이라하였으나 7너희는범인같이죽

으며방백의하나같이엎더지리로다 8하나님이여, 일

어나사세상을판단하소서모든열방이주의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83 (아삽의시.곧노래)하나님이여,침묵치마소서

하나님이여,잠잠치말고고요치마소서 2대저주의

원수가훤화하며주를한하는자가머리를들었나이다

3저희가주의백성을치려하여간계를꾀하며주의숨

긴자를치려고서로의논하여 4말하기를가서저희를

끊어다시나라가되지못하게하여이스라엘의이름

으로다시는기억되지못하게하자하나이다 5저희가

일심으로의논하고주를대적하여서로언약하니 6곧

에돔의장막과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7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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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수르도저희와연합하여롯자손의도움이되었나이

다 (셀라) 9주는미디안인에게행하신것같이, 기손

시내에서시스라와야빈에게행하신것같이저희에게

도행하소서 10그들은엔돌에서패망하여땅에거름이

되었나이다 11저희귀인으로오렙과스엡같게하시며

저희모든방백으로세바와살문나와같게하소서 12

저희가말하기를우리가하나님의목장을우리의소유

로취하자하였나이다 13나의하나님이여, 저희로굴

러가는검불같게하시며바람에날리는초개같게하

소서 14삼림을사르는불과산에붙는화염같이 15주

의광풍으로저희를쫓으시며주의폭풍으로저희를

두렵게하소서 16여호와여, 수치로저희얼굴에가득

케하사저희로주의이름을찾게하소서 17저희로수

치를당하여영원히놀라게하시며낭패와멸망을당

케하사 18여호와라이름하신주만온세계의지존자로

알게하소서

84 (고라자손의시.영장으로깃딧에맞춘노래)만군

의여호와여, 주의장막이어찌그리사랑스러운지요 2

내영혼이여호와의궁정을사모하여쇠약함이여내

마음과육체가생존하시는하나님께부르짖나이다 3

나의왕, 나의하나님, 만군의여호와여, 주의제단에서

참새도제집을얻고제비도새끼둘보금자리를얻었

나이다 4주의집에거하는자가복이있나이다저희가

항상주를찬송하리이다 (셀라) 5주께힘을얻고그마

음에시온의대로가있는자는복이있나이다 6저희는

눈물골짜기로통행할때에그곳으로많은샘의곳이

되게하며이른비도은택을입히나이다 7저희는힘을

얻고더얻어나아가시온에서하나님앞에각기나타

나리이다 8만군의하나님여호와여, 내기도를들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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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곱의하나님이여, 귀를기울이소서 (셀라) 9우리

방패이신하나님이여,주의기름부으신자의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주의궁정에서한날이다른곳에서

천날보다나은즉악인의장막에거함보다내하나님

문지기로있는것이좋사오니 11여호와하나님은해요

방패시라여호와께서은혜와영화를주시며정직히행

하는자에게좋은것을아끼지아니하실것임이니이다

12만군의여호와여, 주께의지하는자는복이있나이

다

85 (고라자손의시. 영장으로한노래) 여호와여, 주

께서주의땅에은혜를베푸사야곱의포로된자로돌

아오게하셨으며 2주의백성의죄악을사하시고저희

모든죄를덮으셨나이다 (셀라) 3주의모든분노를거

두시며주의진노를돌이키셨나이다 4우리구원의하

나님이여,우리를돌이키시고우리에게향하신주의

분노를그치소서 5주께서우리에게영원히노하시며

대대에발분하시겠나이까 6우리를다시살리사주의

백성으로주를기뻐하게아니하시겠나이까 7여호와

여,주의인자하심을우리에게보이시며주의구원을

우리에게주소서 8내가하나님여호와의하실말씀을

들으리니대저그백성그성도에게화평을말씀하실

것이라저희는다시망령된데로돌아가지말지로다 9

진실로그의구원이그를경외하는자에게가까우니

이에영광이우리땅에거하리이다 10긍휼과진리가

같이만나고의와화평이서로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에서솟아나고의는하늘에서하감하였도다 12여호

와께서좋은것을주시리니우리땅이그산물을내리

로다 13의가주의앞에앞서행하며주의종적으로길

을삼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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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윗의기도) 여호와여, 나는곤고하고궁핍하오

니귀를기울여내게응답하소서 2나는경건하오니내

영혼을보존하소서내주하나님이여,주를의지하는

종을구원하소서 3주여,나를긍휼히여기소서내가

종일주께부르짖나이다 4주여,내영혼이주를우러

러보오니주여내영혼을기쁘게하소서 5주는선하

사사유하기를즐기시며주께부르짖는자에게인자함

이후하심이니이다 6여호와여, 나의기도에귀를기울

이시고나의간구하는소리를들으소서 7나의환난날

에내가주께부르짖으리니주께서내게응답하시리이

다 8주여, 신들중에주와같은자없사오며주의행사

와같음도없나이다 9주여,주의지으신모든열방이

와서주의앞에경배하며주의이름에영화를돌리리

이다 10대저주는광대하사기사를행하시오니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11여호와여, 주의도로내게가르치

소서내가주의진리에행하오리니일심으로주의이

름을경외하게하소서 12주나의하나님이여, 내가전

심으로주를찬송하고영영토록주의이름에영화를

돌리오리니 13이는내게향하신주의인자가크사내

영혼을깊은음부에서건지셨음이니이다 (Sheol h7585) 14

하나님이여, 교만한자가일어나나를치고강포한자

의무리가내혼을찾았사오며자기앞에주를두지아

니하였나이다 15그러나주여, 주는긍휼히여기시며

은혜를베푸시며노하기를더디하시며인자와진실이

풍성하신하나님이시오니 16내게로돌이키사나를긍

휼히여기소서주의종에게힘을주시고주의여종의

아들을구원하소서 17은총의표징을내게보이소서그

러면나를미워하는저희가보고부끄러워하오리니여

호와여, 주는나를돕고위로하심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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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고라자손의시.곧노래)그기지가성산에있음이

여 2여호와께서야곱의모든거처보다시온의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하나님의성이여, 너를가리켜영광

스럽다말하는도다 (셀라) 4내가라합과바벨론을나

를아는자중에있다말하리라보라블레셋과두로와

구스여이도거기서났다하리로다 5시온에대하여말

하기를이사람, 저사람이거기서났나니지존자가친

히시온을세우리라하리로다 6여호와께서민족들을

등록하실때에는그수를세시며이사람이거기서났

다하시리로다 (셀라) 7노래하는자와춤추는자는말

하기를나의모든근원이네게있다하리로다

88 (고라자손의찬송시. 곧에스라인헤만의마스길.

영장으로마할랏르안놋에맞춘노래) 여호와내구원

의하나님이여,내가주야로주의앞에부르짖었사오

니 2나의기도로주의앞에달하게하시며주의귀를

나의부르짖음에기울이소서 3대저나의영혼에곤란

이가득하며나의생명은음부에가까왔사오니 (Sheol

h7585) 4나는무덤에내려가는자와함께인정되고힘이

없는사람과같으며 5사망자중에던지운바되었으며

살륙을당하여무덤에누운자같으니이다주께서저

희를다시기억지아니하시니저희는주의손에서끊

어진자니이다 6주께서나를깊은웅덩이어두운곳

음침한데두셨사오며 7주의노가나를심히누르시고

주의모든파도로나를괴롭게하셨나이다 (셀라) 8주

께서나의아는자로내게서멀리떠나게하시고나로

저희에게가증되게하셨사오니나는갇혀서나갈수

없게되었나이다 9곤란으로인하여내눈이쇠하였나

이다여호와여, 내가매일주께부르며주를향하여나

의두손을들었나이다 10주께서사망한자에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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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이시겠나이까유혼이일어나주를찬송하리이까?

(셀라) 11주의인자하심을무덤에서, 주의성실하심을

멸망중에서선포할수있으리이까? 12흑암중에서주

의기사와, 잊음의땅에서주의의를알수있으리이까?

13여호와여, 오직주께내가부르짖었사오니아침에

나의기도가주의앞에달하리이다 14여호와여, 어찌

하여나의영혼을버리시며어찌하여주의얼굴을내

게숨기시나이까? 15내가소시부터곤란을당하여죽

게되었사오며주의두렵게하심을당할때에황망하

였나이다 16주의진노가내게넘치고주의두렵게하

심이나를끊었나이다 17이런일이물같이종일나를

에우며함께나를둘렀나이다 18주께서나의사랑하는

자와친구를내게서멀리떠나게하시며나의아는자

를흑암에두셨나이다

89 (에스라인에단의마스길) 내가여호와의인자하

심을영원히노래하며주의성실하심을내입으로대

대에알게하리이다 2내가말하기를인자하심을영원

히세우시며주의성실하심을하늘에서견고히하시리

라하였나이다 3주께서이르시되내가나의택한자와

언약을맺으며내종다윗에게맹세하기를 4내가네

자손을영원히견고히하며네위를대대에세우리라

하였다하셨나이다 (셀라) 5여호와여, 주의기사를하

늘이찬양할것이요주의성실도거룩한자의회중에

서찬양하리이다 6대저궁창에서능히여호와와비교

할자누구며권능있는자중에여호와와같은자누구

리이까? 7하나님은거룩한자의회중에서심히엄위하

시오며둘러있는모든자위에더욱두려워할자시니

이다 8여호와만군의하나님이여,주와같이능한자

누구리이까여호와여, 주의성실하심이주를둘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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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주께서바다의흉용함을다스리시며그파도가일

어날때에평정케하시나이다 10주께서라합을살륙

당한자같이파쇄하시고주의원수를주의능력의팔

로흩으셨나이다 11하늘이주의것이요땅도주의것

이라세계와그중에충만한것을주께서건설하셨나

이다 12남북을주께서창조하셨으니다볼과헤르몬이

주의이름을인하여즐거워하나이다 13주의팔에능력

이있사오며주의손은강하고주의오른손은높으시

니이다 14의와공의가주의보좌의기초라인자함과

진실함이주를앞서행하나이다 15즐거운소리를아는

백성은유복한자라여호와여, 저희가주의얼굴빛에

다니며 16종일주의이름으로기뻐하며주의의로인

하여높아지오니 17주는저희힘의영광이심이라우리

뿔이주의은총으로높아지오리니 18우리방패는여호

와께속하였고우리왕은이스라엘의거룩한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19주께서이상중에주의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내가돕는힘을능력있는자에게더하

며백성중에서택한자를높였으되 20내가내종다윗

을찾아나의거룩한기름으로부었도다 21내손이저

와함께하여견고히하고내팔이그를힘이있게하리

로다 22원수가저에게서강탈치못하며악한자가저

를곤고케못하리로다 23내가저의앞에서그대적을

박멸하며저를한하는자를치려니와 24나의성실함과

인자함이저와함께하리니내이름을인하여그뿔이

높아지리로다 25내가또그손을바다위에세우며오

른손을강들위에세우리니 26저가내게부르기를주

는나의아버지시요, 나의하나님이시요, 나의구원의

바위시라하리로다 27내가또저로장자를삼고세계

열왕의으뜸이되게하며 28저를위하여나의인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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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영구히지키고저로더불어한나의언약을굳게세

우며 29또그후손을영구케하여그위를하늘의날과

같게하리로다 30만일그자손이내법을버리며내규

례대로행치아니하며 31내율례를파하며내계명을

지키지아니하면 32내가지팡이로저희범과를다스리

며채찍으로저희죄악을징책하리로다 33그러나나의

인자함을그에게서다거두지아니하며나의성실함도

폐하지아니하며 34내언약을파하지아니하며내입

술에서낸것도변치아니하리로다 35내가나의거룩

함으로한번맹세하였은즉다윗에게거짓을아니할것

이라 36그후손이장구하고그위는해같이내앞에항

상있으며 37또궁창의확실한증인달같이영원히견

고케되리라하셨도다 38그러나주께서주의기름부

음받은자를노하사물리쳐버리셨으며 39주의종의

언약을미워하사그관을땅에던져욕되게하셨으며

40저의모든울타리를파괴하시며그보장을훼파하셨

으므로 41길로지나는자들에게다탈취를당하며그

이웃에게욕을당하나이다 42주께서저의대적의오른

손을높이시고저희모든원수로기쁘게하셨으며 43

저의칼날을둔하게하사저로전장에서지못하게하

셨으며 44저의영광을그치게하시고그위를땅에엎

으셨으며 45그소년의날을단촉케하시고저를수치

로덮으셨나이다 (셀라) 46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영원히숨기시리이까?주의노가언제까지불

붙듯하시겠나이까? 47나의때가얼마나단촉한지기

억하소서주께서모든인생을어찌그리허무하게창

조하셨는지요 48누가살아서죽음을보지아니하고그

영혼을음부의권세에서건지리이까 (셀라) (Sheol h7585)

49주여, 주의성실하심으로다윗에게맹세하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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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하심이어디있나이까? 50주는주의종들의받은

훼방을기억하소서유력한모든민족의훼방이내품

에있사오니 51여호와여, 이훼방은주의원수가주의

기름부음받은자의행동을훼방한것이로소이다 52여

호와를영원히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90 (하나님의사람모세의기도)주여, 주는대대에우

리의거처가되셨나이다 2산이생기기전,땅과세계

도주께서조성하시기전곧영원부터영원까지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주께서사람을티끌로돌아가게

하시고말씀하시기를너희인생들은돌아가라하셨사

오니 4주의목전에는천년이지나간어제같으며밤의

한경점같을뿐임이니이다 5주께서저희를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저희는잠간자는것같으며아침에

돋는풀같으니이다 6풀은아침에꽃이피어자라다가

저녁에는벤바되어마르나이다 7우리는주의노에소

멸되며주의분내심에놀라나이다 8주께서우리의죄

악을주의앞에놓으시며우리의은밀한죄를주의얼

굴빛가운데두셨사오니 9우리의모든날이주의분

노중에지나가며우리의평생이일식간에다하였나이

다 10우리의연수가칠십이요강건하면팔십이라도그

연수의자랑은수고와슬픔뿐이요신속히가니우리

가날아가나이다 11누가주의노의능력을알며누가

주를두려워하여야할대로주의진노를알리이까 12우

리에게우리날계수함을가르치사지혜의마음을얻

게하소서 13여호와여,돌아오소서언제까지니이까주

의종들을긍휼히여기소서 14아침에주의인자로우

리를만족케하사우리평생에즐겁고기쁘게하소서

15우리를곤고케하신날수대로와우리의화를당한

연수대로기쁘게하소서 16주의행사를주의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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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시며주의영광을저희자손에게나타내소서 17

주우리하나님의은총을우리에게임하게하사우리

손의행사를우리에게견고케하소서우리손의행사

를견고케하소서

91지존자의은밀한곳에거하는자는전능하신자의

그늘아래거하리로다 2내가여호와를가리켜말하기

를저는나의피난처요, 나의요새요, 나의의뢰하는하

나님이라하리니 3이는저가너를새사냥군의올무에

서와극한염병에서건지실것임이로다 4저가너를그

깃으로덮으시리니네가그날개아래피하리로다그

의진실함은방패와손방패가되나니 5너는밤에놀

램과낮에흐르는살과 6흑암중에행하는염병과백

주에황폐케하는파멸을두려워아니하리로다 7천인

이네곁에서, 만인이네우편에서엎드러지나이재앙

이네게가까이못하리로다 8오직너는목도하리니악

인의보응이네게보이리로다 9네가말하기를여호와

는나의피난처시라하고지존자로거처를삼았으므로

10화가네게미치지못하며재앙이네장막에가까이

오지못하리니 11저가너를위하여그사자들을명하

사네모든길에너를지키게하심이라 12저희가그손

으로너를붙들어발이돌에부딪히지않게하리로다

13네가사자와독사를밟으며젊은사자와뱀을발로

누르리로다 14하나님이가라사대저가나를사랑한즉

내가저를건지리라저가내이름을안즉내가저를높

이리라 15저가내게간구하리니내가응답하리라저희

환난때에내가저와함께하여저를건지고영화롭게

하리라 16내가장수함으로저를만족케하며나의구

원으로보이리라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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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안식일의찬송시)지존자여,십현금과,비파와,

수금의정숙한소리로여호와께감사하며주의이름을

찬양하며아침에주의인자하심을나타내며밤마다주

의성실하심을베풂이좋으니이다 2여호와여, 주의행

사로나를기쁘게하셨으니주의손의행사를인하여

내가높이부르리이다 3여호와여,주의행사가어찌

그리크신지요주의생각이심히깊으시니이다 4우준

한자는알지못하며무지한자도이를깨닫지못하나

이다 5악인은풀같이생장하고죄악을행하는자는

다흥왕할지라도영원히멸망하리이다 6여호와여, 주

는영원토록지존하시니이다 7여호와여, 주의원수곧

주의원수가패망하리니죄악을행하는자는다흩어

지리이다 8그러나주께서내뿔을들소의뿔같이높이

셨으며내게신선한기름으로부으셨나이다 9내원수

의보응받는것을내눈으로보며일어나나를치는행

악자에게보응하심을내귀로들었도다 10의인은종려

나무같이번성하며레바논의백향목같이발육하리로

다 11여호와의집에심겼음이여우리하나님의궁정에

서흥왕하리로다 12늙어도결실하며진액이풍족하고

빛이청청하여 13여호와의정직하심을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나의바위시라그에게는불의가없도다

93여호와께서통치하시니스스로권위를입으셨도

다여호와께서능력을입으시며띠셨으므로세계도견

고히서서요동치아니하도다 2주의보좌는예로부터

견고히섰으며주는영원부터계셨나이다 3여호와여,

큰물이소리를높였고큰물이그소리를높였고큰물

이그물결을높이나이다 4높이계신여호와의능력은

많은물소리와바다의큰파도보다위대하시니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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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여,주의증거하심이확실하고거룩함이주의

집에합당하여영구하리이다

94여호와여,보수하시는하나님이여,보수하시는하

나님이여, 빛을비취소서 2세계를판단하시는주여일

어나사교만한자에게상당한형벌을주소서 3여호와

여, 악인이언제까지, 악인이언제까지개가를부르리

이까 4저희가지껄이며오만히말을하오며죄악을행

하는자가다자긍하나이다 5여호와여,저희가주의

백성을파쇄하며주의기업을곤고케하며 6과부와나

그네를죽이며고아를살해하며 7말하기를여호와가

보지못하며야곱의하나님이생각지못하리라하나이

다 8백성중우준한자들아너희는생각하라무지한

자들아너희가언제나지혜로울꼬 9귀를지으신자가

듣지아니하시랴눈을만드신자가보지아니하시랴

10열방을징벌하시는자곧지식으로사람을교훈하시

는자가징치하지아니하시랴 11여호와께서사람의생

각이허무함을아시느니라 12여호와여, 주의징벌을

당하며주의법으로교훈하심을받는자가복이있나

니 13이런사람에게는환난의날에벗어나게하사악

인을위하여구덩이를팔때까지평안을주시리이다

14여호와께서는그백성을버리지아니하시며그기업

을떠나지아니하시리로다 15판단이의로돌아가리니

마음이정직한자가다좇으리로다 16누가나를위하

여일어나서행악자를치며누가나를위하여일어서

서죄악행하는자를칠꼬 17여호와께서내게도움이

되지아니하셨더면내혼이벌써적막중에처하였으

리로다 18여호와여, 나의발이미끄러진다말할때에

주의인자하심이나를붙드셨사오며 19내속에생각이

많을때에주의위안이내영혼을즐겁게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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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율례를빙자하고잔해를도모하는악한재판장이어

찌주와교제하리이까 21저희가모여의인의영혼을

치려하며무죄자를정죄하여피를흘리려하나 22여

호와는나의산성이시요나의하나님은나의피할반

석이시라 23저희죄악을저희에게돌리시며저희의악

을인하여저희를끊으시리니여호와우리하나님이

저희를끊으시리로다

95오라!우리가여호와께노래하며우리구원의반석

을향하여즐거이부르자 2우리가감사함으로그앞에

나아가며시로그를향하여즐거이부르자 3대저여호

와는크신하나님이시요모든신위에크신왕이시로

다 4땅의깊은곳이그위에있으며산들의높은것도

그의것이로다 5바다가그의것이라그가만드셨고육

지도그의손이지으셨도다 6오라!우리가굽혀경배

하며우리를지으신여호와앞에무릎을꿇자 7대저

저는우리하나님이시요,우리는그의기르시는백성

이며그손의양이라너희가오늘날그음성듣기를원

하노라 8이르시기를너희는므리바에서와같이또광

야맛사의날과같이너희마음을강퍅하게말지어다 9

그때에너희열조가나를시험하며나를탐지하고나

의행사를모았도다 10내가사십년을그세대로인하

여근심하여이르기를저희는마음이미혹된백성이라

내도를알지못한다하였도다 11그러므로내가노하

여맹세하기를저희는내안식에들어오지못하리라

하였도다

96새노래로여호와께노래하라!온땅이여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여호와께노래하여그이름을송축하

며그구원을날마다선파할지어다 3그영광을열방

중에,그기이한행적을만민중에선포할지어다 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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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는광대하시니극진히찬양할것이요모든신보다

경외할것임이여 5만방의모든신은헛것이요여호와

께서는하늘을지으셨음이로다 6존귀와위엄이그앞

에있으며능력과아름다움이그성소에있도다 7만방

의족속들아영광과권능을여호와께돌릴지어다! 여

호와께돌릴지어다! 8여호와의이름에합당한영광을

그에게돌릴지어다! 예물을가지고그궁정에들어갈

지어다 9아름답고거룩한것으로여호와께경배할지

어다! 온땅이여, 그앞에서떨지어다 10열방중에서는

이르기를여호와께서통치하시니세계가굳게서고흔

들리지못할지라저가만민을공평히판단하시리라할

지로다 11하늘은기뻐하고땅은즐거워하며바다와거

기충만한것은외치며 12밭과그가운데모든것은즐

거워할지로다그리할때에삼림의나무들이여호와앞

에서즐거이노래하리니 13저가임하시되땅을판단하

려임하실것임이라저가의로세계를판단하시며그

의진실하심으로백성을판단하시리로다

97여호와께서통치하시나니땅은즐거워하며허다

한섬은기뻐할지어다 2구름과흑암이그에게둘렸고

의와공평이그보좌의기초로다 3불이그앞에서발

하여사면의대적을사르는도다 4그의번개가세계를

비추니땅이보고떨었도다 5산들이여호와의앞곧

온땅의주앞에서밀같이녹았도다 6하늘이그의를

선포하니모든백성이그영광을보았도다 7조각신상

을섬기며허무한것으로자긍하는자는다수치를당

할것이라너희신들아여호와께경배할지어다 8여호

와여, 주의판단을시온이듣고기뻐하며유다의딸들

이인하여즐거워하였나이다 9여호와여,주는온땅

위에지존하시고모든신위에초월하시니이다 10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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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사랑하는너희여악을미워하라저가그성도의

영혼을보전하사악인의손에서건지시느니라 11의인

을위하여빛을뿌리고마음이정직한자를위하여기

쁨을뿌렸도다 12의인이여, 너희는여호와로인하여

기뻐하며그거룩한기념에감사할지어다

98 (시) 새노래로여호와께찬송하라! 대저기이한일

을행하사그오른손과거룩한팔로자기를위하여구

원을베푸셨도다 2여호와께서그구원을알게하시며

그의를열방의목전에명백히나타내셨도다 3저가이

스라엘집에향하신인자와성실을기억하셨으므로땅

의모든끝이우리하나님의구원을보았도다 4온땅

이여,여호와께즐거이소리할지어다!소리를발하여

즐거이노래하며찬송할지어다 5수금으로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음성으로찬양할지어다! 6나팔과호

각으로왕여호와앞에즐거이소리할지어다 7바다와

거기충만한것과그중에거하는자는다외칠지어다

8여호와앞에서큰물이박수하며산악이함께즐거이

노래할지어다 9저가땅을판단하려임하실것임이로

다저가의로세계를판단하시며공평으로그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99여호와께서통치하시니만민이떨것이요여호와

께서그룹사이에좌정하시니땅이요동할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시온에서광대하시고모든민족위에높으

시도다 3주의크고두려운이름을찬송할찌어다그는

거룩하시도다 4왕의능력은공의를사랑하는것이라

주께서공평을견고히세우시고야곱중에서공과의

를행하시나이다 5너희는여호와우리하나님을높여

그발등상앞에서경배할지어다그는거룩하시도다 6

그제사장중에는모세와아론이요그이름을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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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에는사무엘이라저희가여호와께간구하매응답

하셨도다 7여호와께서구름기둥에서저희에게말씀

하시니저희가그주신증거와율례를지켰도다 8여호

와우리하나님이여,주께서는저희에게응답하셨고

저희행한대로갚기는하셨으나저희를사하신하나

님이시니이다 9너희는여호와우리하나님을높이고

그성산에서경배할지어다대저여호와우리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100 (감사의시) 온땅이여, 여호와께즐거이부를지

어다 2기쁨으로여호와를섬기며노래하면서그앞에

나아갈지어다 3여호와가우리하나님이신줄너희는

알지어다!그는우리를지으신자시요우리는그의것

이니그의백성이요그의기르시는양이로다 4감사함

으로그문에들어가며찬송함으로그궁정에들어가

서그에게감사하며그이름을송축할지어다 5대저여

호와는선하시니그인자하심이영원하고그성실하심

이대대에미치리로다

101 (다윗의시)내가인자와공의를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주께찬양하리이다 2내가완전한길에

주의하오리니주께서언제나내게임하시겠나이까내

가완전한마음으로내집안에서행하리이다 3나는비

루한것을내눈앞에서두지아니할것이요배도자들

의행위를미워하니이것이내게붙접지아니하리이다

4사특한마음이내게서떠날것이니악한일을내가알

지아니하리로다 5그이웃을그윽히허는자를내가

멸할것이요눈이높고마음이교만한자를내가용납

지아니하리로다 6내눈이이땅의충성된자를살펴

나와함께거하게하리니완전한길에행하는자가나

를수종하리로다 7거짓행하는자가내집안에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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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거짓말하는자가내목전에서지못하리로다 8

아침마다내가이땅의모든악인을멸하리니죄악행

하는자는여호와의성에서다끊어지리로다

102 (곤고한자가마음이상하여그근심을여호와앞

에토하는기도)여호와여, 내기도를들으시고나의부

르짖음을주께상달케하소서 2나의괴로운날에주의

얼굴을내게숨기지마소서주의귀를기울이사내가

부르짖는날에속히내게응답하소서 3대저내날이

연기같이소멸하며내뼈가냉과리같이탔나이다 4

내가음식먹기도잊었음으로내마음이풀같이쇠잔

하였사오며 5나의탄식소리를인하여나의살이뼈에

붙었나이다 6나는광야의당아새같고황폐한곳의부

엉이같이되었사오며 7내가밤을새우니지붕위에

외로운참새같으니이다 8내원수들이종일나를훼방

하며나를대하여미칠듯이날치는자들이나를가리

켜맹세하나이다 9나는재를양식같이먹으며나의

마심에는눈물을섞었사오니 10이는주의분과노를

인함이라주께서나를드셨다가던지셨나이다 11내날

이기울어지는그림자같고내가풀의쇠잔함같으니

이다 12여호와여, 주는영원히계시고주의기념명칭

은대대에이르리이다 13주께서일어나사시온을긍휼

히여기시리니지금은그를긍휼히여기실때라정한

기한이옴이니이다 14주의종들이시온의돌들을즐거

워하며그티끌도연휼히여기나이다 15이에열방이

여호와의이름을경외하며세계열왕이주의영광을

경외하리니 16대저여호와께서시온을건설하시고그

영광중에나타나셨음이라 17여호와께서빈궁한자의

기도를돌아보시며저희기도를멸시치아니하셨도다

18이일이장래세대를위하여기록되리니창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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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백성이여호와를찬송하리로다 19여호와께서그

높은성소에서하감하시며하늘에서땅을감찰하셨으

니 20이는갇힌자의탄식을들으시며죽이기로정한

자를해방하사 21여호와의이름을시온에서그영예를

예루살렘에서선포케하려하심이라 22때에민족들과

나라들이모여여호와를섬기리로다 23저가내힘을

중도에쇠약케하시며내날을단촉케하셨도다 24나

의말이나의하나님이여, 나의중년에나를데려가지

마옵소서주의연대는대대에무궁하니이다 25주께서

옛적에땅의기초를두셨사오며하늘도주의손으로

지으신바니이다 26천지는없어지려니와주는영존하

시겠고그것들은다옷같이낡으리니의복같이바꾸

시면바뀌려니와 27주는여상하시고주의년대는무궁

하리이다 28주의종들의자손이항상있고그후손이

주의앞에굳게서리이다하였도다

103 (다윗의시) 내영혼아여호와를송축하라내속

에있는것들아! 다그성호를송축하라 2내영혼아여

호와를송축하며그모든은택을잊지말지어다! 3저

가네모든죄악을사하시며네모든병을고치시며 4

네생명을파멸에서구속하시고인자와긍휼로관을

씌우시며 5좋은것으로네소원을만족케하사네청

춘으로독수리같이새롭게하시는도다 6여호와께서

의로운일을행하시며압박당하는모든자를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7그행위를모세에게그행사를이스

라엘자손에게알리셨도다 8여호와는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노하기를더디하시며인자하심이풍부

하시도다 9항상경책지아니하시며노를영원히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우리의죄를따라처치하지아니하

시며우리의죄악을따라갚지아니하셨으니 11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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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땅에서높음같이그를경외하는자에게그인

자하심이크심이로다 12동이서에서먼것같이우리

죄과를우리에게서멀리옮기셨으며 13아비가자식을

불쌍히여김같이여호와께서자기를경외하는자를

불쌍히여기시나니 14이는저가우리의체질을아시며

우리가진토임을기억하심이로다 15인생은그날이풀

과같으며그영화가들의꽃과같도다 16그것은바람

이지나면없어지나니그곳이다시알지못하거니와

17여호와의인자하심은자기를경외하는자에게영원

부터영원까지이르며그의의는자손의자손에게미

치리니 18곧그언약을지키고그법도를기억하여행

하는자에게로다 19여호와께서그보좌를하늘에세우

시고그정권으로만유를통치하시도다 20능력이있어

여호와의말씀을이루며그말씀의소리를듣는너희

천사여여호와를송축하라 21여호와를봉사하여그뜻

을행하는너희모든천군이여여호와를송축하라 22

여호와의지으심을받고그다스리시는모든곳에있

는너희여여호와를송축하라내영혼아여호와를송

축하라

104내영혼아여호와를송축하라여호와나의하나

님이여,주는심히광대하시며존귀와권위를입으셨

나이다 2주께서옷을입음같이빛을입으시며하늘을

휘장같이치시며 3물에자기누각의들보를얹으시며

구름으로자기수레를삼으시고바람날개로다니시며

4바람으로자기사자를삼으시며화염으로자기사역

자를삼으시며 5땅의기초를두사영원히요동치않게

하셨나이다 6옷으로덮음같이땅을바다로덮으시매

물이산들위에섰더니 7주의견책을인하여도망하여

주의우뢰소리를인하여빨리가서 8주의정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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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이르렀고산은오르고골짜기는내려갔나이다 9

주께서물의경계를정하여넘치지못하게하시며다

시돌아와땅을덮지못하게하셨나이다 10여호와께서

샘으로골짜기에서솟아나게하시고산사이에흐르게

하사 11들의각짐승에게마시우시니들나귀들도해갈

하며 12공중의새들이그가에서깃들이며나무가지

사이에서소리를발하는도다 13저가가축을위한풀과

사람의소용을위한채소를자라게하시며땅에서식

물이나게하시고 14사람의마음을기쁘게하는포도

주와사람의얼굴을윤택케하는기름과사람의마음

을힘있게하는양식을주셨도다 15여호와의나무가

우택에흡족함이여곧그의심으신레바논백향목이로

다 16새들이그속에깃을들임이여학은잣나무로집

을삼는도다 17높은산들은산양을위함이여바위는

너구리의피난처로다 18여호와께서달로절기를정하

심이여해는그지는것을알도다 19주께서흑암을지

어밤이되게하시니삼림의모든짐승이기어나오나

이다 20젊은사자가그잡을것을쫓아부르짖으며그

식물을하나님께구하다가 21해가돋으면물러가서그

굴혈에눕고 22사람은나와서노동하며저녁까지수고

하는도다 23여호와여, 주의하신일이어찌그리많은

지요주께서지혜로저희를다지으셨으니주의부요

가땅에가득하니이다 24저기크고넓은바다가있고

그속에동물곧대소생물이무수하니이다 25선척이

거기다니며주의지으신악어가그속에서노나이다

26이것들이다주께서때를따라식물주시기를바라

나이다 27주께서주신즉저희가취하며주께서손을

펴신즉저희가좋은것으로만족하다가 28주께서낯을

숨기신즉저희가떨고주께서저희호흡을취하신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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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죽어본흙으로돌아가나이다 29주의영을보

내어저희를창조하사지면을새롭게하시나이다 30여

호와의영광이영원히계속할지며여호와는자기행사

로인하여즐거워하실지로다 31저가땅을보신즉땅이

진동하며산들에접촉하신즉연기가발하도다 32나의

평생에여호와께노래하며나의생존한동안내하나

님을찬양하리로다 33나의묵상을가상히여기시기를

바라나니나는여호와로인하여즐거워하리로다 34죄

인을땅에서소멸하시며악인을다시있지못하게하

실지로다내영혼이여호와를송축하라할렐루야

105여호와께감사하며그이름을불러아뢰며그행

사를만민중에알게할지어다 2그에게노래하며그를

찬양하며그의모든기사를말할지어다 3그성호를자

랑하라무릇여호와를구하는자는마음이즐거울지로

다 4여호와와그능력을구할지어다그얼굴을항상

구할지어다 5그종아브라함의후손곧택하신야곱의

자손너희는그의행하신기사와그이적과그입의판

단을기억할지어다 6 (5절과같음) 7그는여호와우리

하나님이시라그의판단이온땅에있도다 8그는그

언약곧천대에명하신말씀을영원히기억하셨으니 9

이것은아브라함에게하신언약이며이삭에게하신맹

세며 10야곱에게세우신율례곧이스라엘에게하신

영영한언약이라 11이르시기를내가가나안땅을네게

주어너희기업의지경이되게하리라하셨도다 12때

에저희인수가적어매우영성하며그땅에객이되어

13이족속에게서저족속에게로,이나라에서다른민

족에게로유리하였도다 14사람이그들을해하기를용

납지아니하시고그들의연고로열왕을꾸짖어 15이르

시기를나의기름부은자를만지지말며나의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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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상하지말라하셨도다 16그가또기근을불러그땅

에임하게하여그의뢰하는양식을다끊으셨도다 17

한사람을앞서보내셨음이여요셉이종으로팔렸도다

18그발이착고에상하며그몸이쇠사슬에매였으니

19곧여호와의말씀이응할때까지라그말씀이저를

단련하였도다 20왕이사람을보내어저를방석함이여

열방의통치자가저로자유케하였도다 21저로그집

의주관자를삼아그모든소유를관리케하고 22임의

로백관을제어하며지혜로장로들을교훈하게하였도

다 23이에이스라엘이애굽에들어감이여야곱이함

땅에객이되었도다 24여호와께서그백성을크게번

성케하사그들의대적보다강하게하셨으며 25또저

희마음을변하여그백성을미워하게하시며그종들

에게교활히행하게하셨도다 26또그종모세와그택

하신아론을보내시니 27저희가그백성중에여호와

의표징을보이고함땅에서기사를행하였도다 28여

호와께서흑암을보내사어둡게하시니그말씀을어

기지아니하였도다 29저희물을변하여피가되게하

사저희물고기를죽이셨도다 30그땅에개구리가번

성하여왕의궁실에도있었도다 31여호와께서말씀하

신즉파리떼가오며저희사경에이가생겼도다 32비

대신우박을내리시며저희땅에화염을내리셨도다

33저희포도나무와무화과나무를치시며저희사경의

나무를찍으셨도다 34여호와께서말씀하신즉황충과

무수한메뚜기가이르러 35저희땅에모든채소를먹

으며그밭에열매를먹었도다 36여호와께서또저희

땅의모든장자를치시니곧저희모든기력의시작이

로다 37그들을인도하여은금을가지고나오게하시니

그지파중에약한자가하나도없었도다 38그들의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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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때에애굽이기뻐하였으니저희가그들을두려워함

이로다 39여호와께서구름을펴사덮개를삼으시고밤

에불로밝히셨으며 40그들이구한즉메추라기로오게

하시며또하늘양식으로그들을만족케하셨도다 41

반석을가르신즉물이흘러나서마른땅에강같이흘

렀으니 42이는그거룩한말씀과그종아브라함을기

억하셨음이로다 43그백성으로즐거이나오게하시며

그택한자로노래하며나오게하시고 44열방의땅을

저희에게주시며민족들의수고한것을소유로취하게

하셨으니 45이는저희로그율례를지키며그법을좇

게하려하심이로다할렐루야!

106할렐루야! 여호와께감사하라그는선하시며그

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2뉘능히여호와의능하신

사적을전파하며그영예를다광포할꼬 3공의를지키

는자들과항상의를행하는자는복이있도다 4여호

와여,주의백성에게베푸시는은혜로나를기억하시

며주의구원으로나를권고하사 5나로주의택하신

자의형통함을보고주의나라의기업으로즐거워하게

하시며주의기업과함께자랑하게하소서 6우리가열

조와함께범죄하여사특을행하며악을지었나이다 7

우리열조가애굽에서주의기사를깨닫지못하며주

의많은인자를기억지아니하고바다곧홍해에서거

역하였나이다 8그러나여호와께서자기이름을위하

여저희를구원하셨으니그큰권능을알게하려하심

이로다 9이에홍해를꾸짖으시니곧마르매저희를인

도하여바다지나기를광야를지남같게하사 10저희

를그미워하는자의손에서구원하시며그원수의손

에서구속하셨고 11저희대적은물이덮으매하나도

남지아니하였도다 12이에저희가그말씀을믿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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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을불렀도다 13저희가미구에그행사를잊어버리

며그가르침을기다리지아니하고 14광야에서욕심을

크게발하며사막에서하나님을시험하였도다 15여호

와께서저희의요구한것을주셨을지라도그영혼을

파리하게하셨도다 16저희가진에서모세와여호와의

성도아론을질투하매 17땅이갈라져다단을삼키며

아비람의당을덮었으며 18불이그당중에붙음이여

화염이악인을살랐도다 19저희가호렙에서송아지를

만들고부어만든우상을숭배하여 20자기영광을풀

먹는소의형상으로바꾸었도다 21애굽에서큰일을

행하신그구원자하나님을저희가잊었나니 22그는

함땅에서기사와홍해에서놀랄일을행하신자로다

23그러므로여호와께서저희를멸하리라하셨으나그

택하신모세가그결렬된중에서그앞에서서그노를

돌이켜멸하시지않게하였도다 24저희가낙토를멸

시하며그말씀을믿지아니하고 25저희장막에서원

망하며여호와의말씀을청종치아니하였도다 26이러

므로저가맹세하시기를저희로광야에엎더지게하고

27또그후손을열방중에엎드러뜨리며각지에흩어

지게하리라하셨도다 28저희가또바알브올과연합하

여죽은자에게제사한음식을먹어서 29그행위로주

를격노케함을인하여재앙이그중에유행하였도다

30때에비느하스가일어나처벌하니이에재앙이그쳤

도다 31이일을저에게의로정하였으니대대로무궁

하리로다 32저희가또므리바물에서여호와를노하시

게하였으므로저희로인하여얼이모세에게미쳤나니

33이는저희가그심령을거역함을인하여모세가그

입술로망령되이말하였음이로다 34저희가여호와의

명을좇지아니하여이족들을멸하지아니하고 35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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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섞여서그행위를배우며 36그우상들을섬기므로

그것이저희에게올무가되었도다 37저희가그자녀로

사신에게제사하였도다 38무죄한피곧저희자녀의

피를흘려가나안우상에게제사하므로그땅이피에

더러웠도다 39저희는그행위로더러워지며그행동이

음탕하도다 40그러므로여호와께서자기백성에게맹

렬히노하시며자기기업을미워하사 41저희를열방의

손에붙이시매저희를미워하는자들이저희를치리

하였도다 42저희가원수들의압박을받고그수하에

복종케되었도다 43여호와께서여러번저희를건지시

나저희가꾀로거역하며자기죄악으로인하여낮아

짐을당하였도다 44그러나여호와께서저희의부르짖

음을들으실때에그고통을권고하시며 45저희를위

하여그언약을기억하시고그많은인자하심을따라

뜻을돌이키사 46저희로사로잡은모든자에게서긍휼

히여김을받게하셨도다 47여호와우리하나님이여,

우리를구원하사열방중에서모으시고우리로주의

성호를감사하며주의영예를찬양하게하소서 48여호

와이스라엘의하나님을영원부터영원까지찬양할지

어다! 모든백성들아아멘할지어다할렐루야

107여호와께감사하라! 그는선하시며그인자하심

이영원함이로다 2여호와께구속함을받은자는이같

이말할지어다여호와께서대적의손에서저희를구속

하사 3동서남북각지방에서부터모으셨도다 4저희

가광야사막길에서방황하며거할성을찾지못하고

5주리고목마름으로그영혼이속에서피곤하였도다 6

이에저희가그근심중에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

통에서건지시고 7또바른길로인도하사거할성에

이르게하셨도다 8여호와의인자하심과인생에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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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기이한일을인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 9저가사

모하는영혼을만족케하시며주린영혼에게좋은것

으로채워주심이로다 10사람이흑암과사망의그늘에

앉으며곤고와쇠사슬에매임은 11하나님의말씀을거

역하며지존자의뜻을멸시함이라 12그러므로수고로

저희마음을낮추셨으니저희가엎드러져도돕는자가

없었도다 13이에저희가그근심중에여호와께부르

짖으매그고통에서구원하시되 14흑암과사망의그늘

에서인도하여내시고그얽은줄을끊으셨도다 15여

호와의인자하심과인생에게행하신기이한일을인하

여그를찬송할지로다 16저가놋문을깨뜨리시며쇠빗

장을꺾으셨음이로다 17미련한자는저희범과와죄악

의연고로곤난을당하매 18저희혼이각종식물을싫

어하여사망의문에가깝도다 19이에저희가그근심

중에서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통에서구원하시되

20저가그말씀을보내어저희를고치사위경에서건

지시는도다 21여호와의인자하심과인생에게행하신

기이한일을인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 22감사제를드

리며노래하여그행사를선포할지로다 23선척을바다

에띄우며큰물에서영업하는자는 24여호와의행사

와그기사를바다에서보나니 25여호와께서명하신즉

광풍이일어나서바다물결을일으키는도다 26저희가

하늘에올랐다가깊은곳에내리니그위험을인하여

그영혼이녹는도다 27저희가이리저리구르며취한

자같이비틀거리니지각이혼돈하도다 28이에저희가

그근심중에서여호와께부르짖으매그고통에서인

도하여내시고 29광풍을평정히하사물결로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저희가평온함을인하여기뻐하는중에

여호와께서저희를소원의항구로인도하시는도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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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인자하심과인생에게행하신기이한일을인

하여그를찬송할지로다 32백성의회에서저를높이며

장로들의자리에서저를찬송할지로다 33여호와께서

는강을변하여광야가되게하시며샘으로마른땅이

되게하시며 34그거민의악을인하여옥토로염밭이

되게하시며 35또광야를변하여못이되게하시며마

른땅으로샘물이되게하시고 36주린자로거기거하

게하사저희로거할성을예비케하시고 37밭에파종

하며포도원을재배하여소산을취케하시며 38또복

을주사저희로크게번성케하시고그가축이감소치

않게하실지라도 39다시압박과곤란과우환을인하여

저희로감소하여비굴하게하시는도다 40여호와께서

는방백들에게능욕을부으시고길없는황야에서유

리케하시나 41궁핍한자는곤란에서높이드시고그

가족을양무리같게하시나니 42정직한자는보고기

뻐하며모든악인은자기입을봉하리로다 43지혜있

는자들은이일에주의하고여호와의인자하심을깨

달으리로다

108 (다윗의찬송시) 하나님이여, 내마음을정하였

사오니내가노래하며내심령으로찬양하리로다 2비

파야수금아깰지어다! 내가새벽을깨우리로다! 3여

호와여, 내가만민중에서주께감사하고열방중에서

주를찬양하오리니 4대저주의인자하심이하늘위에

광대하시며주의진실은궁창에미치나이다 5하나님

이여, 주는하늘위에높이들리시며주의영광이온세

계위에높으시기를원하나이다 6주의사랑하는자를

건지시기위하여우리에게응답하사오른손으로구원

하소서 7하나님이그거룩하심으로말씀하시되내가

뛰놀리라내가세겜을나누며숙곳골짜기를척량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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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8길르앗이내것이요,므낫세도내것이며에브라

임은내머리의보호자요유다는나의홀이며 9모압은

내목욕통이라에돔에는내신을던질지며블레셋위

에서내가외치리라하셨도다 10누가나를이끌어견

고한성에들이며누가나를에돔에인도할꼬 11하나

님이여, 주께서우리를버리지아니하셨나이까?하나

님이여,주께서우리군대와함께나아가지아니하시

나이다 12우리를도와대적을치게하소서사람의구

원은헛됨이니이다 13우리가하나님을의지하고용감

히행하리니저는우리의대적을밟으실자이심이로

다

109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나의찬송하는하

나님이여, 잠잠하지마옵소서 2대저저희가악한입과

궤사한입을열어나를치며거짓된혀로내게말하며

3또미워하는말로나를두르고무고히나를공격하였

나이다 4나는사랑하나저희는도리어나를대적하니

나는기도할뿐이라 5저희가악으로나의선을갚으며

미워함으로나의사랑을갚았사오니 6악인으로저를

제어하게하시며대적으로그오른편에서게하소서 7

저가판단을받을때에죄를지고나오게하시며그기

도가죄로변케하시며 8그년수를단촉케하시며그

직분을타인이취하게하시며 9그자녀는고아가되고

그아내는과부가되며 10그자녀가유리구걸하며그

황폐한집을떠나빌어먹게하소서 11고리대금하는자

로저의소유를다취하게하시며저의수고한것을외

인이탈취하게하시며 12저에게은혜를계속할자가

없게하시며그고아를연휼할자도없게하시며 13그

후사가끊어지게하시며후대에저희이름이도말되게

하소서 14여호와는그열조의죄악을기억하시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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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의죄를도말하지마시고 15그죄악을항상여호와

앞에있게하사저희기념을땅에서끊으소서 16저가

긍휼히여길일을생각지아니하고가난하고궁핍한

자와마음이상한자를핍박하여죽이려한연고니이

다 17저가저주하기를좋아하더니그것이자기에게임

하고축복하기를기뻐아니하더니복이저를멀리떠

났으며 18또저주하기를옷입듯하더니저주가물같이

그내부에들어가며기름같이그뼈에들어갔나이다

19저주가그입는옷같고항상띠는띠와같게하소서

20이는대적곧내영혼을대적하여악담하는자가여

호와께받는보응이니이다 21주여호와여, 주의이름

을인하여나를선대하시며주의인자하심이선함을

인하여나를건지소서 22나는가난하고궁핍하여중심

이상함이니이다 23나의가는것은석양그림자같고

또메뚜기같이불려가오며 24금식함을인하여내무

릎은약하고내육체는수척하오며 25나는또저희의

훼방거리라저희가나를본즉머리를흔드나이다 26여

호와나의하나님이여,나를도우시며주의인자하심

을좇아나를구원하소서 27이것이주의손인줄을저

희로알게하소서여호와께서이를행하셨나이다 28저

희는저주하여도주는내게복을주소서!저희는일어

날때에수치를당할지라도주의종은즐거워하리이다

29나의대적으로욕을옷입듯하게하시며자기수치를

겉옷같이입게하소서 30내가입으로여호와께크게

감사하며무리중에서찬송하리니 31저가궁핍한자의

우편에서사그영혼을판단하려하는자에게구원하

실것임이로다

110 (다윗의시)여호와께서내주에게말씀하시기를

내가네원수로네발등상되게하기까지너는내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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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앉으라하셨도다 2여호와께서시온에서부터주의

권능의홀을내어보내시리니주는원수중에서다스

리소서 3주의권능의날에주의백성이거룩한옷을

입고즐거이헌신하니새벽이슬같은주의청년들이

주께나오는도다 4여호와는맹세하고변치아니하시

리라이르시기를너는멜기세덱의반차를좇아영원한

제사장이라하셨도다 5주의우편에계신주께서그노

하시는날에열왕을쳐서파하실것이라 6열방중에

판단하여시체로가득하게하시고여러나라의머리를

쳐서파하시며 7길가의시냇물을마시고인하여그머

리를드시리로다

111할렐루야! 내가정직한자의회와공회중에서전

심으로여호와께감사하리로다 2여호와의행사가크

시니이를즐거워하는자가다연구하는도다 3그행사

가존귀하고엄위하며그의가영원히있도다 4그기

이한일을사람으로기억케하셨으니여호와는은혜로

우시고자비하시도다 5여호와께서자기를경외하는

자에게양식을주시며그언약을영원히기억하시리로

다 6저가자기백성에게열방을기업으로주사그행

사의능을저희에게보이셨도다 7그손의행사는진실

과공의며그법도는다확실하니 8영원무궁히정하

신바요진실과정의로행하신바로다 9여호와께서그

백성에게구속을베푸시며그언약을영원히세우셨으

니그이름이거룩하고지존하시도다 10여호와를경외

함이곧지혜의근본이라그계명을지키는자는다좋

은지각이있나니여호와를찬송함이영원히있으리로

다

112할렐루야! 여호와를경외하며그계명을크게즐

거워하는자는복이있도다 2그후손이땅에서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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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정직자의후대가복이있으리로다 3부요와재물

이그집에있음이여그의가영원히있으리로다 4정

직한자에게는흑암중에빛이일어나나니그는어질

고자비하고의로운자로다 5은혜를베풀며꾸이는자

는잘되나니그일을공의로하리로다 6저가영영히

요동치아니함이여의인은영원히기념하게되리로다

7그는흉한소식을두려워아니함이여, 여호와를의뢰

하고그마음을굳게정하였도다 8그마음이견고하여

두려워아니할것이라그대적의받는보응을필경보

리로다 9저가재물을흩어빈궁한자에게주었으니그

의가영원히있고그뿔이영화로이들리리로다 10악

인은이를보고한하여이를갈면서소멸하리니악인

의소욕은멸망하리로다

113할렐루야! 여호와의종들아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찬양하라 2이제부터영원까지여호와의이름

을찬송할지로다 3해돋는데서부터해지는데까지

여호와의이름이찬양을받으시리로다 4여호와는모

든나라위에높으시며그영광은하늘위에높으시도

다 5여호와우리하나님과같은자누구리요높은위

에앉으셨으나 6스스로낮추사천지를살피시고 7가

난한자를진토에서일으키시며궁핍한자를거름무

더기에서드셔서 8방백들곧그백성의방백들과함께

세우시며 9또잉태하지못하던여자로집에거하게하

사자녀의즐거운어미가되게하시는도다할렐루야

114이스라엘이애굽에서나오며야곱의집이방언

다른민족에게서나올때에 2유다는여호와의성소가

되고이스라엘은그의영토가되었도다 3바다는이를

보고도망하며요단은물러갔으며 4산들은수양같이

뛰놀며작은산들은어린양같이뛰었도다 5바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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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도망함은어찜이며요단아네가물러감은어찜인

고 6너희산들아, 수양같이뛰놀며작은산들아어린

양같이뛰놂은어찜인고 7땅이여, 너는주앞곧야곱

의하나님앞에서떨지어다 8저가반석을변하여못이

되게하시며차돌로샘물이되게하셨도다

115여호와여,영광을우리에게돌리지마옵소서우

리에게돌리지마옵소서오직주의인자하심과진실하

심을인하여주의이름에돌리옵소서 2어찌하여열방

으로저희하나님이이제어디있느냐?말하게하리이

까 3오직우리하나님은하늘에계셔서원하시는모든

것을행하셨나이다 4저희우상은은과금이요사람의

수공물이라 5입이있어도말하지못하며눈이있어도

보지못하며 6귀가있어도듣지못하며코가있어도

맡지못하며 7손이있어도만지지못하며발이있어도

걷지못하며목구멍으로소리도못하느니라 8우상을

만드는자와그것을의지하는자가다그와같으리로

다 9이스라엘아,여호와를의지하라!그는너희도움

이시요너희방패시로다 10아론의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너희도움이시요너희방패시로다 11

여호와를경외하는너희는여호와를의지하라! 그는

너희도움이시요너희방패시로다 12여호와께서우리

를생각하사복을주시되이스라엘집에도복을주시

고아론의집에도복을주시며 13대소무론하고여호

와를경외하는자에게복을주시리로다 14여호와께서

너희곧너희와또너희자손을더욱번창케하시기를

원하노라 15너희는천지를지으신여호와께복을받는

자로다! 16하늘은여호와의하늘이라도땅은인생에게

주셨도다 17죽은자가여호와를찬양하지못하나니적



시편 1169

막한데내려가는아무도못하리로다 18우리는이제부

터영원까지여호와를송축하리로다할렐루야!

116여호와께서내음성과내간구를들으시므로내

가저를사랑하는도다 2그귀를내게기울이셨으므로

내가평생에기도하리로다! 3사망의줄이나를두르고

음부의고통이내게미치므로내가환난과슬픔을만

났을때에 (Sheol h7585) 4내가여호와의이름으로기도하

기를여호와여, 주께구하오니내영혼을건지소서하

였도다 5여호와는은혜로우시며의로우시며우리하

나님은자비하시도다 6여호와께서는어리석은자를

보존하시나니내가낮게될때에나를구원하셨도다 7

내영혼아! 네평안함에돌아갈지어다여호와께서너

를후대하심이로다 8주께서내영혼을사망에서,내

눈을눈물에서, 내발을넘어짐에서건지셨나이다 9내

가생존세계에서여호와앞에행하리로다 10내가믿

는고로말하리라내가큰곤란을당하였도다 11내가

경겁중에이르기를모든사람은거짓말장이라하였도

다 12여호와께서내게주신모든은혜를무엇으로보

답할꼬 13내가구원의잔을들고여호와의이름을부

르며 14여호와의모든백성앞에서나의서원을여호

와께갚으리로다 15성도의죽는것을여호와께서귀중

히보시는도다 16여호와여, 나는진실로주의종이요

주의여종의아들곧주의종이라주께서나의결박을

푸셨나이다 17내가주께감사제를드리고여호와의이

름을부르리이다 18내가여호와의모든백성앞에서

나의서원을여호와께갚을지라 19예루살렘아, 네가

운데서,여호와의전정에서내가갚으리로다할렐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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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너희모든나라들아여호아를찬양하며너희모

든백성들아저를칭송할지어다 2우리에게향하신여

호와의인자하심이크고진실하심이영원함이로다할

렐루야!

118여호와께감사하라! 저는선하시며그인자하심

이영원함이로다 2이제이스라엘은말하기를그인자

하심이영원하다할지로다 3이제아론의집은말하기

를그인자하심이영원하다할지로다 4이제여호와를

경외하는자는말하기를그인자하심이영원하다할지

로다 5내가고통중에여호와께부르짖었더니여호와

께서답하시고나를광활한곳에세우셨도다 6여호와

는내편이시라내게두려움이없나니내게어찌할꼬 7

여호와께서내편이되사나를돕는자중에계시니그

러므로나를미워하는자에게보응하시는것을내가

보리로다 8여호와께피함이사람을신뢰함보다나으

며 9여호와께피함이방백들을신뢰함보다낫도다

119행위완전하여여호와의법에행하는자가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증거를지키고전심으로여호와

를구하는자가복이있도다 3실로저희는불의를행

치아니하고주의도를행하는도다 4주께서주의법도

로명하사우리로근실히지키게하셨나이다 5내길을

굳이정하사주의율례를지키게하소서 6내가주의

모든계명에주의할때에는부끄럽지아니하리이다 7

내가주의의로운판단을배울때에는정직한마음으

로주께감사하리이다 8내가주의율례를지키오리니

나를아주버리지마옵소서 9청년이무엇으로그행실

을깨끗케하리이까?주의말씀을따라삼갈것이니이

다 10내가전심으로주를찾았사오니주의계명에서

떠나지말게하소서 11주께서나를가르치셨으므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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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규례에서떠나지아니하였나이다 12주의말씀

의맛이내게어찌그리단지요내입에꿀보다더하니

이다 13주의말씀은내발에등이요내길에빛이니이

다 14나의고난이막심하오니여호와여, 주의말씀대

로나를소성케하소서 15나의생명이항상위경에있

사오나주의법은잊지아니하나이다 16내가주의말

씀을지키려고발을금하여모든악한길로가지아니

하였사오며 17주의의로운규례를지키기로맹세하고

굳게정하였나이다 18주의법도로인하여내가명철케

되었으므로모든거짓행위를미워하나이다 19주의법

도를지키므로나의명철함이노인보다승하니이다 20

여호와여,구하오니내입의낙헌제를받으시고주의

규례로나를가르치소서 21주께서세상의모든악인을

찌끼같이버리시니그러므로내가주의증거를사랑

하나이다 22주의증거로내가영원히기업을삼았사오

니이는내마음의즐거움이됨이니이다 23내가주께

범죄치아니하려하여주의말씀을내마음에두었나

이다 24내가두마음품는자를미워하고주의법을사

랑하나이다 25악인이나를해하려고올무를놓았사오

나나는주의법도에서떠나지아니하였나이다 26너희

행악자여나를떠날지어다나는내하나님의계명을

지키리로다 27주의말씀대로나를붙들어살게하시고

내소망이부끄럽지말게하소서 28주의율례에서떠

나는자는주께서다멸시하셨으니저희궤사는허무

함이니이다 29나를붙드소서그리하시면내가구원을

얻고주의율례에항상주의하리이다 30내가주의율

례를길이끝까지행하려고내마음을기울였나이다

31주는나의은신처요방패시라내가주의말씀을바

라나이다 32나는주의종이오니깨닫게하사주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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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알게하소서 33내가공과의를행하였사오니나

를압박자에게붙이지마옵소서 34주의인자하신대로

주의종에게행하사주의율례로내게가르치소서 35

내눈이주의구원과주의의로운말씀을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36찬송을받으실여호와여,주의율례를

내게가르치소서 37그러므로내가주의계명을금곧

정금보다더사랑하나이다 38내육체가주를두려워함

으로떨며내가또주의판단을두려워하나이다 39저

희가주의법을폐하였사오니지금은여호와의일하실

때니이다 40주의증거가기이하므로내영혼이이를

지키나이다 41그러므로내가범사에주의법도를바르

게여기고모든거짓행위를미워하나이다 42주의종

을보증하사복을얻게하시고교만한자가나를압박

하지못하게하소서 43내대적이주의말씀을잊어버

렸으므로내열성이나를소멸하였나이다 44사람의압

박에서나를구속하소서그리하시면내가주의법도를

지키리이다 45주의명하신증거는의롭고지극히성실

하도소이다 46나의행보를주의말씀에굳게세우시고

아무죄악이나를주장치못하게하소서 47저희가주

의법을지키지아니하므로내눈물이시냇물같이흐

르나이다 48주의얼굴로주의종에게비취시고주의

율례로나를가르치소서 49내가주의계명을사모하므

로입을열고헐떡였나이다 50여호와여, 주는의로우

시고주의판단은정직하시니이다 51주의말씀을열므

로우둔한자에게비취어깨닫게하나이다 52주의이

름을사랑하는자에게베푸시던대로내게돌이키사

나를긍휼히여기소서 53주의입의모든규례를나의

입술로선포하였으며 54환난과우환이내게미쳤으나

주의계명은나의즐거움이니이다 55주의말씀을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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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내눈이야경이깊기전에깨었나이다 56여호

와여, 내가전심으로부르짖었사오니내게응답하소서

내가주의율례를지키리이다 57주의인자하심을따라

내소리를들으소서여호와여주의규례를따라나를

살리소서 58내가주께부르짖었사오니나를구원하소

서내가주의증거를지키리이다 59주의의는영원한

의요주의법은진리로소이다 60주의증거는영원히

의로우시니나로깨닫게하사살게하소서 61내가미

천하여멸시를당하나주의법도를잊지아니하였나이

다 62주의말씀이심히정미하므로주의종이이를사

랑하나이다 63내가모든재물을즐거워함같이주의

증거의도를즐거워하였나이다 64내가새벽전에부르

짖으며주의말씀을바랐사오며 65구원이악인에게서

멀어짐은저희가주의율례를구하지아니함이니이다

66나의고난을보시고나를건지소서내가주의법을

잊지아니함이니이다 67여호와여,주의긍휼이크오니

주의규례를따라나를소성케하소서 68주의말씀을

지키지아니하는궤사한자를내가보고슬퍼하였나이

다 69내가주의법도를묵상하며주의도에주의하며

70나를핍박하는자와나의대적이많으나나는주의

증거에서떠나지아니하였나이다 71내가전부터주의

증거를궁구하므로주께서영원히세우신것인줄을알

았나이다 72내가주의법도사랑함을보옵소서여호와

여, 주의인자하신대로나를소성케하소서 73주는나

의원한을펴시고나를구속하사주의말씀대로나를

소성케하소서 74악을좇는자가가까이왔사오니저

희는주의법에서머니이다 75여호와여, 주께서가까

이계시오니주의모든계명은진리니이다 76여호와여

, 나의부르짖음이주의앞에이르게하시고주의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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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나를깨닫게하소서 77방백들이무고히나를핍

박하오나나의마음은주의말씀만경외하나이다 78내

심령이주의증거를지켰사오며내가이를지극히사

랑하나이다 79주의말씀의강령은진리오니주의의로

운모든규례가영원하리이다 80여호와여, 내가주의

구원을바라며주의계명을행하였나이다 81주의법을

사랑하는자에게는큰평안이있으니저희에게장애물

이없으리이다 82내가거짓을미워하며싫어하고주의

법을사랑하나이다 83주의율례를즐거워하며주의말

씀을잊지아니하리이다 84내가주의법도와증거를

지켰사오니나의모든행위가주의앞에있음이니이다

85주의의로운규례를인하여내가하루일곱번씩주

를찬양하나이다! 86사람이많은탈취물을얻은것처

럼나는주의말씀을즐거워하나이다 87주께서율례를

내게가르치시므로내입술이찬송을발할지니이다 88

내혼을살게하소서그리하시면주를찬송하리이다

주의규례가나를돕게하소서 89내가주의법도를택

하였사오니주의손이항상나의도움이되게하소서

90여호와여, 내가주의구원을사모하였사오며주의

법을즐거워하나이다 91잃은양같이내가유리하오니

주의종을찾으소서내가주의계명을잊지아니함이

니이다 92주의종을후대하여살게하소서그리하시면

주의말씀을지키리이다 93나의간구가주의앞에달

하게하시고주의말씀대로나를건지소서 94주의모

든계명이의로우므로내혀가주의말씀을노래할지

니이다 95내눈을열어서주의법의기이한것을보게

하소서 96나는땅에서객이되었사오니주의계명을

내게숨기지마소서 97주의규례를항상사모함으로

내마음이상하나이다 98교만하여저주를받으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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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에서떠나는자를주께서꾸짖으셨나이다 99내가

주의증거를지켰사오니훼방과멸시를내게서떠나게

하소서 100방백들도앉아나를훼방하였사오나주의

종은주의율례를묵상하였나이다 101주의증거는나

의즐거움이요나의모사니이다 102내영혼이진토에

붙었사오니주의말씀대로나를소성케하소서 103내

가나의행위를고하매주께서내게응답하셨으니주

의율례를내게가르치소서 104나로주의법도의길을

깨닫게하소서그리하시면내가주의기사를묵상하리

이다 105나의영혼이눌림을인하여녹사오니주의말

씀대로나를세우소서 106거짓행위를내게서떠나게

하시고주의법을제게은혜로이베푸소서 107내가성

실한길을택하고주의규례를내앞에두었나이다 108

내가주의증거에밀접하였사오니여호와여,나로수

치를당케마소서 109주께서내마음을넓히시오면내

가주의계명의길로달려가리이다 110여호와여, 주의

율례의도를내게가르치소서내가끝까지지키리이다

111나로깨닫게하소서내가주의법을준행하며전심

으로지키리이다 112나로주의계명의첩경으로행케

하소서내가이를즐거워함이니이다 113내마음을주

의증거로향하게하시고탐욕으로향치말게하소서

114내눈을돌이켜허탄한것을보지말게하시고주의

도에나를소성케하소서 115주를경외케하는주의말

씀을주의종에게세우소서 116나의두려워하는훼방

을내게서떠나게하소서주의규례는선하심이니이다

117내가주의법도를사모하였사오니주의의에나를

소성케하소서 118여호와여, 주의말씀대로주의인자

하심과주의구원을내게임하게하소서 119그리하시

면내가나를훼방하는자에게대답할말이있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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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내가주의말씀을의뢰함이니이다 120진리의말씀

이내입에서조금도떠나지말게하소서내가주의규

례를바랐음이니이다 121내가주의율법을항상영영

히끝없이지키리이다 122내가주의법도를구하였사

오니자유롭게행보할것이오며 123또열왕앞에주의

증거를말할때에수치를당치아니하겠사오며 124나

의사랑하는바주의계명을스스로즐거워하며 125또

나의사랑하는바주의계명에내손을들고주의율례

를묵상하리이다 126주의종에게하신말씀을기억하

소서주께서나로소망이있게하셨나이다 127이말씀

은나의곤란중에위로라주의말씀이나를살리셨음

이니이다 128교만한자가나를심히조롱하였어도나

는주의법을떠나지아니하였나이다 129여호와여, 주

의옛규례를내가기억하고스스로위로하였나이다

130주의율법을버린악인들을인하여내가맹렬한노

에잡혔나이다 131나의나그네된집에서주의율례가

나의노래가되었나이다 132여호와여, 내가밤에주의

이름을기억하고주의법을지켰나이다 133내소유는

이것이니곧주의법도를지킨것이니이다 134여호와

는나의분깃이시니나는주의말씀을지키리라하였

나이다 135내가전심으로은혜를구하였사오니주의

말씀대로나를긍휼히여기소서 136내가내행위를생

각하고주의증거로내발을돌이켰사오며 137주의계

명을지키기에신속히하고지체치아니하였나이다

138악인의줄이내게두루얽혔을지라도나는주의법

을잊지아니하였나이다 139내가주의의로운규례를

인하여밤중에일어나주께감사하리이다 140나는주

를경외하는모든자와주의법도를지키는자의동무

라 141여호와여, 주의인자하심이땅에충만하였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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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주의율례로나를가르치소서 142여호와여, 주의말

씀대로주의종을선대하셨나이다 143내가주의계명

을믿었사오니명철과지식을내게가르치소서 144고

난당하기전에는내가그릇행하였더니이제는주의

말씀을지키나이다 145주는선하사선을행하시오니

주의율례로나를가르치소서 146교만한자가거짓을

지어나를치려하였사오나나는전심으로주의법도

를지키리이다 147저희마음은살쪄지방같으나나는

주의법을즐거워하나이다 148고난당한것이내게유

익이라이로인하여내가주의율례를배우게되었나

이다 149주의입의법이내게는천천금은보다승하니

이다 150주의손이나를만들고세우셨사오니나로깨

닫게하사주의계명을배우게하소서 151주를경외하

는자가나를보고기뻐할것은내가주의말씀을바라

는연고니이다 152여호와여, 내가알거니와주의판단

은의로우시고주께서나를괴롭게하심은성실하심으

로말미암음이니이다 153구하오니주의종에게하신

말씀대로주의인자하심이나의위안이되게하시며

154주의긍휼히여기심이내게임하사나로살게하소

서주의법은나의즐거움이니이다 155교만한자가무

고히나를엎드러뜨렸으니저희로수치를당케하소서

나는주의법도를묵상하리이다 156주를경외하는자

로내게돌아오게하소서그리하시면저희가주의증

거를알리이다 157내마음으로주의율례에완전케하

사나로수치를당치않게하소서 158나의영혼이주의

구원을사모하기에피곤하오나나는오히려주의말씀

을바라나이다 159나의말이주께서언제나나를안위

하시겠나이까하면서내눈이주의말씀을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160내가연기중의가죽병같이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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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히려주의율례를잊지아니하나이다 161주의종

의날이얼마나되나이까나를핍박하는자를주께서

언제나국문하시리이까? 162주의법을좇지아니하는

교만한자가나를해하려고웅덩이를팠나이다 163주

의모든계명은신실하니이다저희가무고히나를핍

박하오니나를도우소서 164저희가나를세상에서거

의멸하였으나나는주의법도를버리지아니하였사오

니 165주의인자하심을따라나로소성케하소서그리

하시면주의입의증거를내가지키리이다 166여호와

여, 주의말씀이영원히하늘에굳게섰사오며 167주의

성실하심은대대에이르나이다주께서땅을세우셨으

므로땅이항상있사오니 168천지가주의규례대로오

늘까지있음은만물이주의종이된연고니이다 169주

의법이나의즐거움이되지아니하였더면내가내고

난중에멸망하였으리이다 170내가주의법도를영원

히잊지아니하오니주께서이것들로나를살게하심

이니이다 171나는주의것이오니나를구원하소서내

가주의법도를찾았나이다 172악인이나를멸하려고

엿보오나나는주의증거를생각하겠나이다 173내가

보니모든완전한것이다끝이있어도주의계명은심

히넓으니이다 174내가주의법을어찌그리사랑하는

지요내가그것을종일묵상하나이다 175주의계명이

항상나와함께하므로그것이나로원수보다지혜롭

게하나이다 176내가주의증거를묵상하므로나의명

철함이나의모든스승보다승하며

120 (성전으로올라가는노래)내가환난중에여호

와께부르짖었더니내게응답하셨도다 2여호와여, 거

짓된입술과궤사한혀에서내생명을건지소서 3너

궤사한혀여, 무엇으로네게주며무엇으로네게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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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4장사의날카로운살과로뎀나무숯불이리로다 5

메섹에유하며게달의장막중에거하는것이내게화

로다 6내가화평을미워하는자와함께오래거하였도

다 7나는화평을원할지라도내가말할때에저희는

싸우려하는도다

121 (성전으로올라가는노래)내가산을향하여눈

을들리라나의도움이어디서올꼬 2나의도움이천

지를지으신여호와에게서로다 3여호와께서너로실

족지않게하시며너를지키시는자가졸지아니하시

리로다 4이스라엘을지키시는자는졸지도아니하고

주무시지도아니하시리로다 5여호와는너를지키시

는자라여호와께서네우편에서네그늘이되시나니 6

낮의해가너를상치아니하며밤의달도너를해치아

니하리로다 7여호와께서너를지켜모든환난을면케

하시며또네영혼을지키시리로다 8여호와께서너의

출입을지금부터영원까지지키시리로다

122 (다윗의시. 곧성전에올라가는노래)사람이내

게말하기를여호와의집에올라가자할때에내가기

뻐하였도다 2예루살렘아!우리발이네성문안에섰

도다 3예루살렘아! 너는조밀한성읍과같이건설되었

도다 4지파들곧여호와의이름에감사하려고이스라

엘의전례대로그리로올라가는도다 5거기판단의보

좌를두셨으니곧다윗집의보좌로다 6예루살렘을위

하여평안을구하라예루살렘을사랑하는자는형통하

리로다 7네성안에는평강이있고네궁중에는형통

이있을지어다 8내가내형제와붕우를위하여이제

말하리니네가운데평강이있을지어다 9여호와우리

하나님의집을위하여내가네복을구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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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성전에올라가는노래) 하늘에계신주여, 내가

눈을들어주께향하나이다 2종의눈이그상전의손

을여종의눈이그주모의손을바람같이우리눈이여

호와우리하나님을바라며우리를긍휼히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여호와여, 우리를긍휼히여기시고긍

휼히여기소서심한멸시가우리에게넘치나이다 4평

안한자의조소와교만한자의멸시가우리심령에넘

치나이다

124 (다윗의곧성전에올라가는노래)이스라엘은

이제말하기를여호와께서우리편에계시지아니하고

2사람들이우리를치러일어날때에여호와께서우리

편에계시지아니하셨더면 3그때에저희의노가우리

를대하여맹렬하여우리를산채로삼켰을것이며 4

그때에물이우리를엄몰하며시내가우리영혼을잠

갔을것이며 5그때에넘치는물이우리영혼을잠갔

을것이라할것이로다 6우리를저희이에주어씹히

지않게하신여호와를찬송할지로다! 7우리혼이새

가사냥군의올무에서벗어남같이되었나니올무가

끊어지므로우리가벗어났도다 8우리의도움은천지

를지으신여호와의이름에있도다

125 (성전에올라가는노래)여호와를의뢰하는자는

시온산이요동치아니하고영원히있음같도다 2산들

이예루살렘을두름과같이여호와께서그백성을지

금부터영원까지두르시리로다 3악인의권세가의인

의업에미치지못하리니이는의인으로죄악에손을

대지않게함이로다 4여호와여, 선인에게와마음이정

직한자에게선을행하소서 5자기의굽은길로치우치

는자를여호와께서죄악을짓는자와함께다니게하

시리로다이스라엘에게는평강이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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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성전에올라가는노래)여호와께서시온의포로

를돌리실때에우리가꿈꾸는것같았도다 2그때에

우리입에는웃음이가득하고우리혀에는찬양이찼

었도다열방중에서말하기를여호와께서저희를위하

여대사를행하셨다하였도다 3여호와를위하여대사

를행하셨으니우리는기쁘도다 4여호와여, 우리의포

로를남방시내들같이돌리소서 5눈물을흘리며씨를

뿌리는자는기쁨으로거두리로다 6울며씨를뿌리러

나가는자는정녕기쁨으로그단을가지고돌아오리

로다

127 (솔로몬의시. 곧성전에올라가는노래) 여호와

께서집을세우지아니하시면세우는자의수고가헛

되며여호와께서성을지키지아니하시면파숫군의경

성함이허사로다 2너희가일찌기일어나고늦게누우

며수고의떡을먹음이헛되도다그러므로여호와께서

그사랑하시는자에게는잠을주시는도다 3자식은여

호와의주신기업이요태의열매는그의상급이로다 4

젊은자의자식은장사의수중의화살같으니 5이것이

그전통에가득한자는복되도다저희가성문에서그

원수와말할때에수치를당치아니하리로다

128 (성전에올라가는노래)여호와를경외하며그

도에행하는자마다복이있도다 2네가네손이수고

한대로먹을것이라네가복되고형통하리로다 3네집

내실에있는네아내는결실한포도나무같으며네상

에둘린자식은어린감람나무같으리로다 4여호와를

경외하는자는이같이복을얻으리로다 5여호와께서

시온에서네게복을주실지어다너는평생에예루살렘

의복을보며 6네자식을볼지어다이스라엘에게평강

이있을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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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성전에올라가는노래)이스라엘은이제말하기

를저희가나의소시부터여러번나를괴롭게하였도

다 2저희가나의소시부터여러번나를괴롭게하였으

나나를이기지못하였도다 3밭가는자가내등에갈

아그고랑을길게지었도다 4여호와께서는의로우사

악인의줄을끊으셨도다 5무릇시온을미워하는자는

수치를당하여물러갈지어다 6저희는지붕의풀과같

을지어다그것은자라기전에마르는것이라 7이런것

은베는자의줌과묶는자의품에차지아니하나니 8

지나가는자도여호와의복이너희에게있을지어다하

거나우리가여호와의이름으로너희에게축복한다하

지아니하느니라

130 (성전에올라가는노래) 여호와여, 내가깊은데

서주께부르짖었나이다 2주여,내소리를들으시며

나의간구하는소리에귀를기울이소서 3여호와여, 주

께서죄악을감찰하실진대주여, 누가서리이까 4그러

나사유하심이주께있음은주를경외케하심이니이다

5나곧내영혼이여호와를기다리며내가그말씀을

바라는도다 6파숫군이아침을기다림보다내영혼이

주를더기다리나니참으로파숫군의아침을기다림보

다더하도다 7이스라엘아여호와를바랄지어다! 여호

와께는인자하심과풍성한구속이있음이라 8저가이

스라엘을그모든죄악에서구속하시리로다

131 (성전에올라가는노래) 여호와여, 내마음이교

만치아니하고내눈이높지아니하오며내가큰일과

미치지못할기이한일을힘쓰지아니하나이다 2실로

내가내심령으로고요하고평온케하기를젖뗀아이

가그어미품에있음같게하였나니내중심이젖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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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같도다 3이스라엘아! 지금부터영원까지여호

와를바랄지어다

132 (성전에올라가는노래) 여호와여, 다윗을위하

여그의모든근심한것을기억하소서 2저가여호와께

맹세하며야곱의전능자에게서원하기를 3내가실로

나의거하는장막에들어가지아니하며내침상에오

르지아니하며 4내눈으로잠들게아니하며내눈꺼풀

로졸게아니하기를 5여호와의처소곧야곱의전능자

의성막을발견하기까지하리라하였나이다 6우리가

그것이에브라다에있다함을들었더니나무밭에서

찾았도다 7우리가그의성막에들어가서그발등상앞

에서경배하리로다 8여호와여, 일어나사주의권능의

궤와함께평안한곳으로들어가소서 9주의제사장들

은의를입고주의성도들은즐거이외칠지어다 10주

의종다윗을위하여주의기름받은자의얼굴을물리

치지마옵소서 11여호와께서다윗에게성실히맹세하

셨으니변치아니하실지라이르시기를네몸의소생을

네위에둘지라 12네자손이내언약과저희에게교훈

하는내증거를지킬진대저희후손도영원히네위에

앉으리라하셨도다 13여호와께서시온을택하시고자

기거처를삼고자하여이르시기를 14이는나의영원

히쉴곳이라내가여기거할것은이를원하였음이로

다 15내가이성의식료품에풍족히복을주고양식으

로그빈민을만족케하리로다 16내가그제사장들에

게구원으로입히리니그성도들은즐거움으로외치리

로다 17내가거기서다윗에게뿔이나게할것이라내

가내기름부은자를위하여등을예비하였도다 18내

가저의원수에게는수치로입히고저에게는면류관이

빛나게하리라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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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다윗의시. 곧성전에올라가는노래)형제가연

합하여동거함이어찌그리선하고아름다운고 2머리

에있는보배로운기름이수염곧아론의수염에흘러

서그옷깃까지내림같고 3헐몬의이슬이시온의산

들에내림같도다거기서여호와께서복을명하셨니

곧영생이로다

134 (성전에올라가는노래)밤에여호와의집에섰

는여호와의모든종들아여호와를송축하라! 2성소를

향하여너희손을들고여호와를송축하라! 3천지를

지으신여호와께서시온에서네게복을주실지어다!

135할렐루야여호와의이름을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찬송하라! 2여호와의집우리하나님의전정에

섰는너희여, 3여호와를찬송하라! 여호와는선하시며

그이름이아름다우니그이름을찬양하라! 4여호와께

서자기를위하여야곱곧이스라엘을자기의특별한

소유로택하셨음이로다 5내가알거니와여호와께서

는광대하시며우리모든신보다높으시도다 6여호와

께서무릇기뻐하시는일을천지와바다와모든깊은

데서행하셨도다 7안개를땅끝에서일으키시며비를

위하여번개를만드시며바람을그곳간에서내시는도

다 8저가애굽의처음난자를사람부터짐승까지치

셨도다 9애굽이여, 여호와께서너의중에징조와기사

를보내사바로와그모든신복에게임하게하셨도다

10저가많은나라를치시고강한왕들을죽이셨나니 11

곧아모리인의왕시혼과바산왕옥과가나안의모든

국왕이로다 12저희의땅을기업으로주시되자기백성

이스라엘에게기업으로주셨도다 13여호와여,주의이

름이영원하시니이다여호와여,주의기념이대대에

이르리이다 14여호와께서자기백성을판단하시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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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들을긍휼히여기시리로다 15열방의우상은은, 금

이요사람의수공물이라 16입이있어도말하지못하며

눈이있어도보지못하며 17귀가있어도듣지못하며

그입에는아무기식도없나니 18그것을만든자와그

것을의지하는자가다그것과같으리라 19이스라엘

족속아여호와를송축하라! 아론의족속아여호와를

송축하라! 20레위족속아여호와를송축하라! 여호와

를경외하는너희들아여호와를송축하라! 21예루살렘

에거하신여호와는시온에서찬송을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36여호와께감사하라! 그는선하시며그인자하심

이영원함이로다 2모든신에뛰어나신하나님께감사

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3모든주에뛰어나

신주께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4홀로

큰기사를행하시는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지혜로하늘을지으신이에게감사하

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6땅을물위에펴신

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7큰빛

들을지으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

이로다 8해로낮을주관케하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9달과별들로밤을주관케

하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0

애굽의장자를치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이스라엘을저희중에서인도하여내

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2

강한손과펴신팔로인도하여내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3홍해를가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4이스라엘로

그가운데로통과케하신이에게감사하라!그인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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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영원함이로다 15바로와그군대를홍해에엎드러

뜨리신이에게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6그백성을인도하여광야로통과케하신이에게감

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7큰왕들을치

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8

유명한왕들을죽이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

이영원함이로다 19아모리인의왕시혼을죽이신이에

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20바산왕

옥을죽이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

이로다 21저희의땅을기업으로주신이에게감사하라

!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22곧그종이스라엘에

게기업으로주신이에게감사하라!그인자하심이영

원함이로다 23우리를비천한데서기념하신이에게감

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24우리를우리

대적에게서건지신이에게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모든육체에게식물을주신이에게감

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26하늘의하나님

께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로다

137우리가바벨론의여러강변거기앉아서시온을

기억하며울었도다 2그중의버드나무에우리가우리

의수금을걸었나니 3이는우리를사로잡은자가거기

서우리에게노래를청하며우리를황폐케한자가기

쁨을청하고자기들을위하여시온노래중하나를노

래하라함이로다 4우리가이방에있어서어찌여호와

의노래를부를꼬 5예루살렘아! 내가너를잊을진대

내오른손이그재주를잊을지로다 6내가예루살렘을

기억지아니하거나내가너를나의제일즐거워하는

것보다지나치게아니할진대내혀가내입천장에붙

을지로다 7여호와여, 예루살렘이해받던날을기억하



시편 1187

시고에돔자손을치소서저희말이훼파하라, 훼파하

라그기초까지훼파하라하였나이다 8여자같은멸망

할바벨론아!네가우리에게행한대로네게갚는자가

유복하리로다 9네어린것들을반석에메어치는자는

유복하리로다

138 (다윗의시)내가전심으로주께감사하며신들

앞에서주께찬양하리이다 2내가주의성전을향하여

경배하며주의인자하심과성실하심을인하여주의이

름에감사하오리니이는주께서주의말씀을주의모

든이름위에높게하셨음이라 3내가간구하는날에

주께서응답하시고내영혼을장려하여강하게하셨나

이다 4여호와여,땅의열왕이주께감사할것은저희

가주의입의말씀을들음이오며 5저희가여호와의도

를노래할것은여호와의영광이크심이니이다 6여호

와께서높이계셔도낮은자를하감하시며멀리서도

교만한자를아시나이다 7내가환난중에다닐지라도

주께서나를소성케하시고주의손을펴사내원수들

의노를막으시며주의오른손이나를구원하시리이다

8여호와께서내게관계된것을완전케하실지라여호

와여,주의인자하심이영원하오니주의손으로지으

신것을버리지마옵소서

139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여호와여, 주께서

나를감찰하시고아셨나이다 2주께서나의앉고일어

섬을아시며멀리서도나의생각을통촉하시오며 3나

의길과눕는것을감찰하시며나의모든행위를익히

아시오니 4여호와여,내혀의말을알지못하시는것

이하나도없으시니이다 5주께서나의전후를두르시

며내게안수하셨나이다 6이지식이내게너무기이하

니높아서내가능히미치지못하나이다 7내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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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떠나어디로가며주의앞에서어디로피하리이

까 8내가하늘에올라갈지라도거기계시며음부에내

자리를펼지라도거기계시니이다 (Sheol h7585) 9내가새

벽날개를치며바다끝에가서거할지라도 10곧거기

서도주의손이나를인도하시며주의오른손이나를

붙드시리이다 11내가혹시말하기를흑암이정녕나를

덮고나를두른빛은밤이되리라할지라도 12주에게

서는흑암이숨기지못하며밤이낮과같이비취나니

주에게는흑암과빛이일반이니이다 13주께서내장부

를지으시며나의모태에서나를조직하셨나이다 14내

가주께감사하옴은나를지으심이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행사가기이함을내영혼이잘아나이다 15내가

은밀한데서지음을받고땅의깊은곳에서기이하게

지음을받은때에나의형체가주의앞에숨기우지못

하였나이다 16내형질이이루기전에주의눈이보셨

으며나를위하여정한날이하나도되기전에주의책

에다기록이되었나이다 17하나님이여, 주의생각이

내게어찌그리보배로우신지요그수가어찌그리많

은지요 18내가세려고할지라도그수가모래보다많

도소이다내가깰때에도오히려주와함께있나이다

19하나님이여, 주께서정녕히악인을죽이시리이다피

흘리기를즐기는자들아나를떠날지어다 20저희가주

를대하여악하게말하며주의원수들이헛되이주의

이름을칭하나이다 21여호와여, 내가주를미워하는

자를미워하지아니하오며주를치러일어나는자를

한하지아니하나이까 22내가저희를심히미워하니저

희는나의원수니이다 23하나님이여, 나를살피사내

마음을아시며나를시험하사내뜻을아옵소서 2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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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무슨악한행위가있나보시고나를영원한길로인

도하소서

140 (다윗의시. 영장으로한노래)여호와여, 악인에

게서나를건지시며강포한자에게서나를보전하소서

2저희가중심에해하기를꾀하고싸우기위하여매일

모이오며 3뱀같이그혀를날카롭게하니그입술아

래는독사의독이있나이다 (셀라) 4여호와여, 나를지

키사악인의손에빠지지않게하시며나를보전하사

강포한자에게서벗어나게하소서저희는나의걸음을

밀치려하나이다 5교만한자가나를해하려고올무와

줄을놓으며길곁에그물을치며함정을두었나이다

(셀라) 6내가여호와께말하기를주는나의하나님이

시니여호와여,나의간구하는소리에귀를기울이소

서하였나이다 7내구원의능력이신주여호와여,전

쟁의날에주께서내머리를가리우셨나이다 8여호와

여, 악인의소원을허락지마시며그악한꾀를이루지

못하소서저희가자고할까하나이다 (셀라) 9나를에

우는자가그머리를들때에저희입술의해가저희를

덮게하소서 10뜨거운숯불이저희에게떨어지게하시

며불가운데와깊은웅덩이에저희로빠져다시일어

나지못하게하소서 11악담하는자는세상에서굳게

서지못하며강포한자에게는재앙이따라서패망케

하리이다 12내가알거니와여호와는고난당하는자를

신원하시며궁핍한자에게공의를베푸시리이다 13진

실로의인이주의이름에감사하며정직한자가주의

앞에거하리이다

141 (다윗의시) 여호와여, 제가주를불렀사오니속

히내게임하소서내가주께부르짖을때에내음성에

귀를기울이소서 2나의기도가주의앞에분향함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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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며나의손드는것이저녁제사같이되게하소서

3여호와여,내입앞에파숫군을세우시고내입술의

문을지키소서 4내마음이악한일에기울어죄악을

행하는자와함께악을행치말게하시며저희진수를

먹지말게하소서 5의인이나를칠지라도은혜로여기

며책망할지라도머리의기름같이여겨서내머리가

이를거절치아니할지라저희의재난중에라도내가

항상기도하리로다 6저희의관장들이바위곁에내려

던지웠도다내말이달므로무리가들으리로다 7사람

이밭갈아흙을부스러뜨림같이우리의해골이음부

문에흩어졌도다 (Sheol h7585) 8주여호와여, 내눈이주

께향하며내가주께피하오니내영혼을빈궁한대로

버려두지마옵소서 9나를지키사저희가나를잡으려

고놓은올무와행악자의함정에서벗어나게하옵소서

10악인은자기그물에걸리게하시고나는온전히면

하게하소서

142 (다윗이굴에있을때에지은마스길. 곧기도) 내

가소리내어여호와께부르짖으며소리내어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내가내원통함을그앞에토하며내

우환을그앞에진술하는도다 3내심령이속에서상할

때에도주께서내길을아셨나이다나의행하는길에

저희가나를잡으려고올무를숨겼나이다 4내우편을

살펴보소서나를아는자도없고피난처도없고내영

혼을돌아보는자도없나이다 5여호와여,내가주께

부르짖어말하기를주는나의피난처시요생존세계에

서나의분깃이시라하였나이다 6나의부르짖음을들

으소서나는심히비천하니이다나를핍박하는자에게

서건지소서저희는나보다강하니이다 7내영혼을옥



시편 1191

에서이끌어내사주의이름을감사케하소서주께서

나를후대하시리니의인이나를두르리이다

143 (다윗의시)여호와여, 내기도를들으시며내간

구에귀를기울이시고주의진실과의로내게응답하

소서 2주의종에게심판을행치마소서주의목전에는

의로운인생이하나도없나이다 3원수가내영혼을핍

박하며내생명을땅에엎어서나로죽은지오랜자같

이흑암한곳에거하게하였나이다 4그러므로내심령

이속에서상하며내마음이속에서참담하니이다 5내

가옛날을기억하고주의모든행하신것을묵상하며

주의손이행사를생각하고 6주를향하여손을펴고

내영혼이마른땅같이주를사모하나이다 (셀라) 7여

호와여,속히내게응답하소서내영혼이피곤하니이

다주의얼굴을내게서숨기지마소서내가무덤에내

려가는자같을까두려워하나이다 8아침에나로주의

인자한말씀을듣게하소서내가주를의뢰함이니이다

나의다닐길을알게하소서내가내영혼을주께받듦

이니이다 9여호와여, 나를내원수들에게서건지소서

내가주께피하여숨었나이다 10주는나의하나님이시

니나를가르쳐주의뜻을행케하소서주의신이선하

시니나를공평한땅에인도하소서 11여호와여, 주의

이름을인하여나를살리시고주의의로내영혼을환

난에서끌어내소서 12주의인자하심으로나의원수들

을끊으시고내영혼을괴롭게하는자를다멸하소서

나는주의종이니이다

144 (다윗의시)나의반석여호와를찬송하리로다

저가내손을가르쳐싸우게하시며손가락을가르쳐

치게하시도다 2여호와는나의인자시요, 나의요새시

요, 나의산성이시요, 나를건지는자시요, 나의방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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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나의피난처시요, 내백성을내게복종케하시는자

시로다 3여호와여, 사람이무엇이관대주께서저를알

아주시며인생이무엇이관대주께서저를생각하시나

이까 4사람은헛것같고그의날은지나가는그림자

같으니이다 5여호와여, 주의하늘을드리우고강림하

시며산들에접촉하사연기가발하게하소서 6번개를

번득이사대적을흩으시며주의살을발하사저희를

파하소서 7위에서부터주의손을펴사나를큰물과

이방인의손에서구하여건지소서 8저희입은궤사를

말하며그오른손은거짓의오른손이니이다 9하나님

이여, 내가주께새노래로노래하며열줄비파로주를

찬양하리이다 10주는왕들에게구원을베푸시는자시

요종다윗을그해하는칼에서구하시는자시니이다

11이방인의손에서나를구하여건지소서저희입은궤

사를말하며그오른손은거짓의오른손이니이다 12우

리아들들은어리다가장성한나무같으며우리딸들

은궁전의식양대로아름답게다듬은모퉁이돌과같

으며 13우리의곳간에는백곡이가득하며우리의양은

들에서천천과만만으로번성하며 14우리수소는무겁

게실었으며또우리를침로하는일이나우리가나아

가막는일이없으며우리거리에는슬피부르짖음이

없을진대 15이러한백성은복이있나니여호와를자기

하나님으로삼는백성은복이있도다

145 (다윗의찬송시) 왕이신나의하나님이여, 내가

주를높이고영원히주의이름을송축하리이다 2내가

날마다주를송축하며영영히주의이름을송축하리이

다 3여호와는광대하시니크게찬양할것이라그의광

대하심을측량치못하리로다 4대대로주의행사를크

게칭송하며주의능한일을선포하리로다 5주의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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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영광스러운위엄과주의기사를나는묵상하리이

다 6사람들은주의두려운일의세력을말할것이요

나도주의광대하심을선포하리이다 7저희가주의크

신은혜를기념하여말하며주의의를노래하리이다 8

여호와는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더디하

시며, 인자하심이크시도다 9여호와께서는만유를선

대하시며그지으신모든것에긍휼을베푸시는도다

10여호와여,주의지으신모든것이주께감사하며주

의성도가주를송축하리이다 11저희가주의나라의

영광을말하며주의능을일러서 12주의능하신일과

주의나라의위엄의영광을인생에게알게하리이다

13주의나라는영원한나라이니주의통치는대대에

이르리이다 14여호와께서는모든넘어지는자를붙드

시며비굴한자를일으키시는도다 15중생의눈이주를

앙망하오니주는때를따라저희에게식물을주시며

16손을펴사모든생물의소원을만족케하시나이다 17

여호와께서는그모든행위에의로우시며그모든행

사에은혜로우시도다 18여호와께서는자기에게간구

하는모든자곧진실하게간구하는모든자에게가까

이하시는도다 19저는자기를경외하는자의소원을

이루시며또저희부르짖음을들으사구원하시리로다

20여호와께서자기를사랑하는자는다보호하시고악

인은다멸하시리로다 21내입이여호와의영예를말

하며모든육체가그의성호를영영히송축할지로다!

146할렐루야! 내영혼아여호와를찬양하라! 2나의

생전에여호와를찬양하며나의평생에내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방백들을의지하지말며도울힘이없

는인생도의지하지말지니 4그호흡이끊어지면흙으

로돌아가서당일에그도모가소멸하리로다 5야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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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으로자기도움을삼으며여호와자기하나님에

게그소망을두는자는복이있도다 6여호와는천지

와바다와그중의만물을지으시며영원히진실함을

지키시며 7압박당하는자를위하여공의로판단하시

며주린자에게식물을주시는자시로다여호와께서

갇힌자를해방하시며 8여호와께서소경의눈을여시

며여호와께서비굴한자를일으키시며여호와께서의

인을사랑하시며 9여호와께서객을보호하시며고아

와과부를붙드시고악인의길은굽게하시는도다 10

시온아여호와네하나님은영원히대대에통치하시리

로다할렐루야!

147할렐루야! 우리하나님께찬양함이선함이여찬

송함이아름답고마땅하도다 2여호와께서예루살렘

을세우시며이스라엘의흩어진자를모으시며 3상심

한자를고치시며저희상처를싸매시는도다 4저가별

의수효를계수하시고저희를다이름대로부르시는도

다 5우리주는광대하시며능력이많으시며그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여호와께서겸손한자는붙드시고악

인은땅에엎드러뜨리시는도다 7감사함으로여호와

께노래하며수금으로하나님께찬양할지어다! 8저가

구름으로하늘을덮으시며땅을위하여비를예비하시

며산에풀이자라게하시며 9들짐승과우는까마귀

새끼에게먹을것을주시는도다 10여호와는말의힘을

즐거워아니하시며사람의다리도기뻐아니하시고 11

자기를경외하는자와그인자하심을바라는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예루살렘아여호와를찬송할지어

다! 시온아네하나님을찬양할지어다! 13저가네문빗

장을견고히하시고너의가운데자녀에게복을주셨

으며 14네경내를평안케하시고아름다운밀로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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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리시며 15그명을땅에보내시니그말씀이속히

달리는도다 16눈을양털같이내리시며서리를재같이

흩으시며 17우박을떡부스러기같이뿌리시나니누가

능히그추위를감당하리요 18그말씀을보내사그것

들을녹이시고바람을불게하신즉물이흐르는도다

19저가그말씀을야곱에게보이시며그율례와규례

를이스라엘에게보이시는도다 20아무나라에게도이

같이행치아니하셨나니저희는그규례를알지못하

였도다할렐루야!

148할렐루야! 하늘에서여호와를찬양하며높은데

서찬양할지어다! 2그의모든사자여찬양하며모든

군대여찬양할지어다! 3해와달아찬양하며광명한별

들아찬양할지어다! 4하늘의하늘도찬양하며하늘위

에있는물들도찬양할지어다! 5그것들이여호와의이

름을찬양할것은저가명하시매지음을받았음이로다

6저가또그것들을영영히세우시고폐치못할명을정

하셨도다 7너희용들과바다여땅에서여호와를찬양

하라! 8불과우박과눈과안개와그말씀을좇는광풍

이며 9산들과모든작은산과과목과모든백향목이며

10짐승과모든가축과기는것과나는새며 11세상의

왕들과모든백성과방백과땅의모든사사며 12청년

남자와처녀와노인과아이들아 13다여호와의이름을

찬양할지어다그이름이홀로높으시며그영광이천

지에뛰어나심이로다 14저가그백성의뿔을높이셨으

니저는모든성도곧저를친근히하는이스라엘자손

의찬양거리로다할렐루야!

149할렐루야! 새노래로여호와께노래하며성도의

회중에서찬양할지어다! 2이스라엘은자기를지으신

자로인하여즐거워하며시온의자민저희의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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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즐거워할지어다 3춤추며그의이름을찬양하

며소고와수금으로그를찬양할지어다! 4여호와께서

는자기백성을기뻐하시며겸손한자를구원으로아

름답게하심이로다 5성도들은영광중에즐거워하며

저희침상에서기쁨으로노래할지어다 6그입에는하

나님의존영이요그수중에는두날가진칼이로다 7

이것으로열방에보수하며민족들을벌하며 8저희왕

들은사슬로, 저희귀인은철고랑으로결박하고 9기록

한판단대로저희에게시행할지로다이런영광은그

모든성도에게있도다할렐루야!

150할렐루야! 그성소에서하나님을찬양하며그권

능의궁창에서그를찬양할지어다! 2그의능하신행동

을인하여찬양하며그의지극히광대하심을좇아찬

양할지어다! 3나팔소리로찬양하며비파와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소고치며춤추어찬양하며현악과퉁

소로찬양할지어다! 5큰소리나는제금으로찬양하며

높은소리나는제금으로찬양할지어다! 6호흡이있는

자마다여호와를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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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다윗의아들이스라엘왕솔로몬의잠언이라 2이는

지혜와훈계를알게하며명철의말씀을깨닫게하며 3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일에대하

여훈계를받게하며 4어리석은자로슬기롭게하며

젊은자에게지식과근신함을주기위한것이니 5지혜

있는자는듣고학식이더할것이요명철한자는모략

을얻을것이라 6잠언과비유와지혜있는자의말과

그오묘한말을깨달으리라 7여호와를경외하는것이

지식의근본이어늘미련한자는지혜와훈계를멸시하

느니라 8내아들아네아비의훈계를들으며네어미

의법을떠나지말라 9이는네머리의아름다운관이

요네목의금사슬이니라 10내아들아악한자가너를

꾈지라도좇지말라내아들아악한자가너를꾈지라

도좇지말라 11그들이네게말하기를우리와함께가

자우리가가만히엎드렸다가사람의피를흘리자죄

없는자를까닭없이숨어기다리다가 12음부같이그

들을산채로삼키며무덤에내려가는자같게통으로

삼키자 (Sheol h7585) 13우리가온갖보화를얻으며빼앗

은것으로우리집에채우리니 14너는우리와함께제

비를뽑고우리가함께전대하나만두자할지라도 15

내아들아그들과함께길에다니지말라네발을금하

여그길을밟지말라 16대저그발은악으로달려가며

피를흘리는데빠름이니라 17무릇새가그물치는것

을보면헛일이겠거늘 18그들의가만히엎드림은자

기의피를흘릴뿐이요숨어기다림은자기의생명을

해할뿐이니 19무릇이를탐하는자의길은다이러하

여자기의생명을잃게하느니라 20지혜가길거리에서

부르며광장에서소리를높이며 21훤화하는길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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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리를지르며성문어귀와성중에서그소리를발

하여가로되 22너희어리석은자들은어리석음을좋아

하며거만한자들은거만을기뻐하며미련한자들은

지식을미워하니어느때까지하겠느냐 23나의책망을

듣고돌이키라보라내가나의신을너희에게부어주

며나의말을너희에게보이리라 24내가부를지라도

너희가듣기싫어하였고내가손을펼지라도돌아보

는자가없었고 25도리어나의모든교훈을멸시하며

나의책망을받지아니하였은즉 26너희가재앙을만날

때에내가웃을것이며너희에게두려움이임할때에

내가비웃으리라 27너희의두려움이광풍같이임하겠

고너희의재앙이폭풍같이임하리니 28그때에너희

가나를부르리라그래도내가대답지아니하겠고부

지런히나를찾으리라그래도나를만나지못하리니

29대저너희가지식을미워하며여호와경외하기를즐

거워하지아니하며 30나의교훈을받지아니하고나의

모든책망을업신여겼음이라 31그러므로자기행위의

열매를먹으며자기꾀에배부르리라 32어리석은자의

퇴보는자기를죽이며미련한자의안일은자기를멸

망시키려니와 33오직나를듣는자는안연히살며재

앙의두려움이없이평안하리라

2내아들아네가만일나의말을받으며나의계명을

네게간직하며 2네귀를지혜에기울이며네마음을

명철에두며 3지식을불러구하며명철을얻으려고소

리를높이며 4은을구하는것같이그것을구하며감

추인보배를찾는것같이그것을찾으면 5여호와경

외하기를깨달으며하나님을알게되리니 6대저여호

와는지혜를주시며지식과명철을그입에서내심이

며 7그는정직한자를위하여완전한지혜를예비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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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행실이온전한자에게방패가되시나니 8대저그는

공평의길을보호하시며그성도들의길을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그런즉네가공의와공평과정직곧모든

선한길을깨달을것이라 10곧지혜가네마음에들어

가며지식이네영혼에즐겁게될것이요 11근신이너

를지키며명철이너를보호하여 12악한자의길과패

역을말하는자에게서건져내리라 13이무리는정직한

길을떠나어두운길로행하며 14행악하기를기뻐하며

악인의패역을즐거워하나니 15그길은구부러지고그

행위는패역하리라 16지혜가또너를음녀에게서, 말

로호리는이방계집에게서구원하리니 17그는소시의

짝을버리며그하나님의언약을잊어버린자라 18그

집은사망으로, 그길은음부로기울어졌나니 19누구

든지그에게로가는자는돌아오지못하며또생명길

을얻지못하느니라 20지혜가너로선한자의길로행

하게하며또의인의길을지키게하리니 21대저정직

한자는땅에거하며완전한자는땅에남아있으리라

22그러나악인은땅에서끊어지겠고궤휼한자는땅에

서뽑히리라

3내아들아나의법을잊어버리지말고네마음으로

나의명령을지키라 2그리하면그것이너로장수하여

많은해를누리게하며평강을더하게하리라 3인자와

진리로네게서떠나지않게하고그것을네목에매며

네마음판에새기라 4그리하면네가하나님과사람앞

에서은총과귀중히여김을받으리라 5너는마음을다

하여여호와를의뢰하고네명철을의지하지말라 6너

는범사에그를인정하라!그리하면네길을지도하시

리라 7스스로지혜롭게여기지말지어다여호와를경

외하며악을떠날지어다 8이것이네몸에양약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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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골수로윤택하게하리라 9네재물과네소산물의

처음익은열매로여호와를공경하라 10그리하면네

창고가가득히차고네즙틀에새포도즙이넘치리라

11내아들아여호와의징계를경히여기지말라그꾸

지람을싫어하지말라 12대저여호와께서그사랑하시

는자를징계하시기를마치아비가그기뻐하는아들

을징계함같이하시느니라 13지혜를얻은자와명철

을얻은자는복이있나니 14이는지혜를얻는것이은

을얻는것보다낫고그이익이정금보다나음이니라

15지혜는진주보다귀하니너의사모하는모든것으로

이에비교할수없도다 16그우편손에는장수가있고,

그좌편손에는부귀가있나니 17그길은즐거운길이

요그첩경은다평강이니라 18지혜는그얻은자에게

생명나무라지혜를가진자는복되도다 19여호와께서

는지혜로땅을세우셨으며명철로하늘을굳게펴셨

고 20그지식으로해양이갈라지게하셨으며공중에서

이슬이내리게하셨느니라 21내아들아완전한지혜와

근신을지키고이것들로네눈앞에서떠나지않게하

라 22그리하면그것이네영혼의생명이되며네목에

장식이되리니 23네가네길을안연히행하겠고네발

이거치지아니하겠으며 24네가누울때에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네가누운즉네잠이달리로다 25너는창

졸간의두려움이나악인의멸망이임할때나두려워하

지말라 26대저여호와는너의의지할자이시라네발

을지켜걸리지않게하시리라 27네손이선을베풀힘

이있거든마땅히받을자에게베풀기를아끼지말며

28네게있거든이웃에게이르기를갔다가다시오라

내일주겠노라하지말며 29네이웃이네곁에서안연

히살거든그를모해하지말며 30사람이네게악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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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아니하였거든까닭없이더불어다투지말며 31포

학한자를부러워하지말며그아무행위든지좇지말

라 32대저패역한자는여호와의미워하심을입거니와

정직한자에게는그의교통하심이있으며 33악인의집

에는여호와의저주가있거니와의인의집에는복이

있느니라 34진실로그는거만한자를비웃으시며겸손

한자에게은혜를베푸시나니 35지혜로운자는영광을

기업으로받거니와미련한자의현달함은욕이되느니

라

4아들들아아비의훈계를들으며명철을얻기에주의

하라 2내가선한도리를너희에게전하노니내법을

떠나지말라 3나도내아버지에게아들이었었으며내

어머니보기에유약한외아들이었었노라 4아버지가

내게가르쳐이르기를내말을네마음에두라내명령

을지키라그리하면살리라 5지혜를얻으며명철을얻

으라내입의말을잊지말며어기지말라 6지혜를버

리지말라그가너를보호하리라그를사랑하라그가

너를지키리라 7지혜가제일이니지혜를얻으라! 무릇

너의얻은것을가져명철을얻을지니라 8그를높이라

그리하면그가너를높이들리라만일그를품으면그

가너를영화롭게하리라 9그가아름다운관을네머

리에두겠고영화로운면류관을네게주리라하였느니

라 10내아들아들으라내말을받으라! 그리하면네생

명의해가길리라 11내가지혜로운길로네게가르쳤

으며정직한첩경으로너를인도하였은즉 12다닐때에

네걸음이곤란하지아니하겠고달려갈때에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훈계를굳게잡아놓치지말고지키라

이것이네생명이니라 14사특한자의첩경에들어가지

말며악인의길로다니지말지어다 15그길을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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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지말며돌이켜떠나갈지어다 16그들은악을행

하지못하면자지못하며사람을넘어뜨리지못하면

잠이오지아니하며 17불의의떡을먹으며강포의술

을마심이니라 18의인의길은돋는햇볕같아서점점

빛나서원만한광명에이르거니와 19악인의길은어둠

같아서그가거쳐넘어져도그것이무엇인지깨닫지

못하느니라 20내아들아내말에주의하며나의이르

는것에네귀를기울이라 21그것을네눈에서떠나게

말며네마음속에지키라 22그것은얻는자에게생명

이되며그온육체의건강이됨이니라 23무릇지킬만

한것보다더욱네마음을지키라생명의근원이이에

서남이니라 24궤휼을네입에서버리며사곡을네입

술에서멀리하라 25네눈은바로보며네눈꺼풀은네

앞을곧게살펴 26네발의행할첩경을평탄케하며네

모든길을든든히하라 27우편으로나좌편으로나치우

치지말고네발을악에서떠나게하라

5내아들아내지혜에주의하며내명철에네귀를기

울여서 2근신을지키며네입술로지식을지키도록하

라 3대저음녀의입술은꿀을떨어뜨리며그입은기

름보다미끄러우나 4나중은쑥같이쓰고두날가진

칼같이날카로우며 5그발은사지로내려가며그걸음

은음부로나아가나니 (Sheol h7585) 6그는생명의평탄한

길을찾지못하며자기길이든든치못하여그것을깨

닫지못하느니라 7그런즉아들들아나를들으며내입

의말을버리지말고 8네길을그에게서멀리하라그

집문에도가까이가지말라 9두렵건대네존영이남

에게잃어버리게되며네수한이잔포자에게빼앗기게

될까하노라 10두렵건대타인이네재물로충족하게

되며네수고한것이외인의집에있게될까하노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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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건대마지막에이르러네몸네육체가쇠패할때

에네가한탄하여 12말하기를내가어찌하여훈계를

싫어하며내마음이꾸지람을가벼이여기고 13내선

생의목소리를청종치아니하며나를가르치는이에게

귀를기울이지아니하였던고 14많은무리들이모인중

에서모든악에거의빠지게되었었노라하게될까하

노라 15너는네우물에서물을마시며네샘에서흐르

는물을마시라 16어찌하여네샘물을집밖으로넘치

게하겠으며네도랑물을거리로흘러가게하겠느냐

17그물로네게만있게하고타인으로더불어그것을

나누지말라 18네샘으로복되게하라! 네가젊어서취

한아내를즐거워하라 19그는사랑스러운암사슴같고

아름다운암노루같으니너는그품을항상족하게여

기며그사랑을항상연모하라 20내아들아어찌하여

음녀를연모하겠으며어찌하여이방계집의가슴을안

겠느냐 21대저사람의길은여호와의눈앞에있나니

그가그모든길을평탄케하시느니라 22악인은자기

의악에걸리며그죄의줄에매이나니 23그는훈계를

받지아니함을인하여죽겠고미련함이많음을인하여

혼미하게되느니라

6내아들아네가만일이웃을위하여담보하며타인

을위하여보증하였으면 2네입의말로네가얽혔으며

네입의말로인하여잡히게되었느니라 3내아들아

네가네이웃의손에빠졌은즉이같이하라너는곧가

서겸손히네이웃에게간구하여스스로구원하되 4네

눈으로잠들게하지말며눈꺼풀로감기게하지말고 5

노루가사냥군의손에서벗어나는것같이새가그물

치는자의손에서벗어나는것같이스스로구원하라 6

게으른자여개미에게로가서그하는것을보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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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얻으라 7개미는두령도없고간역자도없고주권자

도없으되 8먹을것을여름동안에예비하며추수때

에양식을모으느니라 9게으른자여네가어느때까지

눕겠느냐? 네가어느때에잠이깨어일어나겠느나? 10

좀더자자, 좀더졸자, 손을모으고좀더눕자하면 11

네빈궁이강도같이오며네곤핍이군사같이이르리

라 12불량하고악한자는그행동에궤휼한입을벌리

며 13눈짓을하며발로뜻을보이며손가락질로알게

하며 14그마음에패역을품으며항상악을꾀하여다

툼을일으키는자라 15그러므로그재앙이갑자기임

한즉도움을얻지못하고당장에패망하리라 16여호와

의미워하시는것곧그마음에싫어하시는것이육칠

가지니 17곧교만한눈과,거짓된혀와,무죄한자의피

를흘리는손과, 18악한계교를꾀하는마음과,빨리악

으로달려가는발과, 19거짓을말하는망령된증인과,

및형제사이를이간하는자니라 20내아들아네아비

의명령을지키며네어미의법을떠나지말고 21그것

을항상네마음에새기며네목에매라 22그것이너의

다닐때에너를인도하며너의잘때에너를보호하며

너의깰때에너로더불어말하리니 23대저명령은등

불이요법은빛이요훈계의책망은곧생명의길이라

24이것이너를지켜서악한계집에게,이방계집의혀

로호리는말에빠지지않게하리라 25네마음에그아

름다운색을탐하지말며그눈꺼풀에홀리지말라 26

음녀로인하여사람이한조각떡만남게됨이며음란

한계집은귀한생명을사냥함이니라 27사람이불을

품에품고야어찌그옷이타지아니하겠으며 28사람

이숯불을밟고야어찌그발이데지아니하겠느냐? 29

남의아내와통간하는자도이와같을것이라무릇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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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만지기만하는자도죄없게되지아니하리라 30도

적이만일주릴때에배를채우려고도적질하면사람

이그를멸시치는아니하려니와 31들키면칠배를갚아

야하리니심지어자기집에있는것을다내어주게되

리라 32부녀와간음하는자는무지한자라이것을행

하는자는자기의영혼을망하게하며 33상함과능욕

을받고부끄러움을씻을수없게되나니 34그남편이

투기함으로분노하여원수를갚는날에용서하지아니

하고 35아무벌금도돌아보지아니하며많은선물을

줄지라도듣지아니하리라

7내아들아내말을지키며내명령을네게간직하라

2내명령을지켜서살며내법을네눈동자처럼지키라

! 3이것을네손가락에매며이것을네마음판에새기

라 4지혜에게너는내누이라하며명철에게너는내

친족이라하라 5그리하면이것이너를지켜서음녀에

게, 말로호리는이방계집에게빠지지않게하리라 6

내가내집들창으로,살창으로내어다보다가 7어리

석은자중에, 소년중에한지혜없는자를보았노라 8

그가거리를지나음녀의골목모퉁이로가까이하여

그집으로들어가는데 9저물때, 황혼때, 깊은밤흑암

중에라 10그때에기생의옷을입은간교한계집이그

를맞으니 11이계집은떠들며완패하며그발이집에

머물지아니하여 12어떤때에는거리, 어떤때에는광

장모퉁이, 모퉁이에서서사람을기다리는자라 13그

계집이그를붙잡고입을맞추며부끄러움을모르는

얼굴로말하되 14내가화목제를드려서서원한것을

오늘날갚았노라 15이러므로내가너를맞으려고나와

서네얼굴을찾다가너를만났도다 16내침상에는화

문요와애굽의문채있는이불을폈고 17몰약과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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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계피를뿌렸노라 18오라, 우리가아침까지흡족하

게서로사랑하며사랑함으로희락하자 19남편은집을

떠나먼길을갔는데 20은주머니를가졌은즉보름에

나집에돌아오리라하여 21여러가지고운말로혹하

게하며입술의호리는말로꾀므로 22소년이곧그를

따랐으니소가푸주로가는것같고미련한자가벌을

받으려고쇠사슬에매이러가는것과일반이라 23필경

은살이그간을뚫기까지에이를것이라새가빨리그

물로들어가되그생명을잃어버릴줄을알지못함과

일반이니라 24아들들아나를듣고내입의말에주의

하라 25네마음이음녀의길로치우치지말며그길에

미혹지말지어다 26대저그가많은사람을상하여엎

드러지게하였나니그에게죽은자가허다하니라 27그

집은음부의길이라사망의방으로내려가느니라 (Sheol

h7585)

8지혜가부르지아니하느냐명철이소리를높이지아

니하느냐 2그가길가의높은곳과사거리에서며 3성

문곁과문어귀와여러출입하는문에서불러가로되

4사람들아내가너희를부르며내가인자들에게소리

를높이노라 5어리석은자들아너희는명철할지니라

미련한자들아너희는마음이밝을지니라너희는들을

지어다 6내가가장선한것을말하리라내입술을열

어정직을내리라 7내입은진리를말하며내입술은

악을미워하느니라 8내입의말은다의로운즉그가

운데굽은것과패역한것이없나니 9이는다총명있

는자의밝히아는바요지식얻은자의정직히여기는

바니라 10너희가은을받지말고나의훈계를받으며

정금보다지식을얻으라 11대저지혜는진주보다나으

므로무릇원하는것을이에비교할수없음이니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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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혜는명철로주소를삼으며지식과근신을찾아

얻나니 13여호와를경외하는것은악을미워하는것이

라나는교만과거만과악한행실과패역한입을미워

하느니라 14내게는도략과참지식이있으며나는명

철이라내게능력이있으므로 15나로말미암아왕들이

치리하며방백들이공의를세우며 16나로말미암아재

상과존귀한자곧세상의모든재판관들이다스리느

니라 17나를사랑하는자들이나의사랑을입으며나

를간절히찾는자가나를만날것이니라 18부귀가내

게있고장구한재물과의도그러하니라 19내열매는

금이나정금보다나으며내소득은천은보다나으니라

20나는의로운길로행하며공평한길가운데로다니

나니 21이는나를사랑하는자로재물을얻어서그곳

간에채우게하려함이니라 22여호와께서그조화의시

작곧태초에일하시기전에나를가지셨으며 23만세

전부터상고부터, 땅이생기기전부터, 내가세움을입

었나니 24아직바다가생기지아니하였고큰샘들이

있기전에내가이미났으며 25산이세우심을입기전

에언덕이생기기전에내가이미났으니 26하나님이

아직땅도들도세상진토의근원도짓지아니하셨을

때에라 27그가하늘을지으시며궁창으로해면에두르

실때에내가거기있었고 28그가위로구름하늘을견

고하게하시며바다의샘들을힘있게하시며 29바다의

한계를정하여물로명령을거스리지못하게하시며

또땅의기초를정하실때에 30내가그곁에있어서창

조자가되어날마다그기뻐하신바가되었으며항상

그앞에서즐거워하였으며 31사람이거처할땅에서즐

거워하며인자들을기뻐하였었느니라 32아들들아이

제내게들으라내도를지키는자가복이있느니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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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를들어서지혜를얻으라그것을버리지말라 34

누구든지내게들으며날마다내문곁에서기다리며

문설주옆에서기다리는자는복이있나니 35대저나

를얻는자는생명을얻고여호와께은총을얻을것임

이니라 36그러나나를잃는자는자기의영혼을해하

는자라무릇나를미워하는자는사망을사랑하느니

라

9지혜가그집을짓고일곱기둥을다듬고 2짐승을

잡으며포도주를혼합하여상을갖추고 3그여종을보

내어성중높은곳에서불러이르기를 4무릇어리석은

자는이리로돌이키라또지혜없는자에게이르기를 5

너는와서내식물을먹으며내혼합한포도주를마시

고 6어리석음을버리고생명을얻으라명철의길을행

하라하느니라 7거만한자를징계하는자는도리어능

욕을받고악인을책망하는자는도리어흠을잡히느

니라 8거만한자를책망하지말라그가너를미워할까

두려우니라지혜있는자를책망하라그가너를사랑하

리라 9지혜있는자에게교훈을더하라그가더욱지

혜로와질것이요의로운사람을가르치라그의학식이

더하리라 10여호와를경외하는것이지혜의근본이요

거룩하신자를아는것이명철이니라 11나지혜로말

미암아네날이많아질것이요네생명의해가더하리

라 12네가만일지혜로우면그지혜가네게유익할것

이나네가만일거만하면너홀로해를당하리라 13미

련한계집이떠들며어리석어서아무것도알지못하

고 14자기집문에앉으며성읍높은곳에있는자리에

앉아서 15자기길을바로가는행객을불러이르되 16

무릇어리석은자는이리로돌이키라또지혜없는자

에게이르기를 17도적질한물이달고몰래먹는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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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있다하는도다 18오직그어리석은자는죽은자

가그의곳에있는것과그의객들이음부깊은곳에있

는것을알지못하느니라 (Sheol h7585)

10솔로몬의잠언이라지혜로운아들은아비로기쁘

게하거니와미련한아들은어미의근심이니라 2불의

의재물은무익하여도의리는죽음에서건지느니라 3

여호와께서의인의영혼은주리지않게하시나악인의

소욕은물리치시느니라 4손을게으르게놀리는자는

가난하게되고손이부지런한자는부하게되느니라 5

여름에거두는자는지혜로운아들이나추수때에자

는자는부끄러움을끼치는아들이니라 6의인의머리

에는복이임하거늘악인의입은독을머금었느니라 7

의인을기념할때에는칭찬하거니와악인의이름은썩

으리라 8마음이지혜로운자는명령을받거니와입이

미련한자는패망하리라 9바른길로행하는자는걸음

이평안하려니와굽은길로행하는자는드러나리라

10의인의입은생명의샘이라도악인의입은독을머

금었느니라 11미움은다툼을일으켜도사랑은모든허

물을가리우느니라 12지혜로운자는지식을간직하거

니와미련한자의입은멸망에가까우니라 13부자의

재물은그의견고한성이요가난한자의궁핍은그의

패망이니라 14의인의수고는생명에이르고악인의소

득은죄에이르느니라 15훈계를지키는자는생명길로

행하여도징계를버리는자는그릇가느니라 16미워함

을감추는자는거짓의입술을가진자요참소하는자

는미련한자니라 17말이많으면허물을면키어려우

나그입술을제어하는자는지혜가있느니라 18의인

의혀는천은과같거니와악인의마음은가치가적으

니라 19의인의입술은여러사람을교육하나미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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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지식이없으므로죽느니라 20여호와께서복을주

시므로사람으로부하게하시고근심을겸하여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1미련한자는행악으로낙을삼는것

같이명철한자는지혜로낙을삼느니라 22악인에게는

그의두려워하는것이임하거니와의인은그원하는

것이이루어지느니라 23회리바람이지나가면악인은

없어져도의인은영원한기초같으니라 24게으른자는

그부리는사람에게마치이에초같고눈에연기같으

니라 25여호와를경외하면장수하느니라그러나악인

의연세는짧아지느니라 26의인의소망은즐거움을이

루어도악인의소망은끊어지느니라 27여호와의도가

정직한자에게는산성이요행악하는자에게는멸망이

니라 28의인은영영히이동되지아니하여도악인은땅

에거하지못하게되느니라 29의인의입은지혜를내

어도패역한혀는베임을당할것이니라 30의인의입

술은기쁘게할것을알거늘악인의입은패역을말하

느니라

11속이는저울은여호와께서미워하셔도공평한추

는그가기뻐하시느니라 2교만이오면욕도오거니와

겸손한자에게는지혜가있느니라 3정직한자의성실

은자기를인도하거니와사특한자의패역은자기를

망케하느니라 4재물은진노하시는날에무익하나의

리는죽음을면케하느니라 5완전한자는그의로인

하여그길이곧게되려니와악한자는그악을인하여

넘어지리라 6악인은죽을때에그소망이끊어지나니

불의의소망이없어지느니라 7의인은환난에서구원

을얻고악인은와서그를대신하느니라 8사특한자는

입으로그이웃을망하게하여도의인은그지식으로

말미암아구원을얻느니라 9의인이형통하면성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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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고악인이패망하면기뻐외치느니라 10성읍

은정직한자의축원을인하여진흥하고악한자의입

을인하여무너지느니라 11지혜없는자는그이웃을

멸시하나명철한자는잠잠하느니라 12두루다니며한

담하는자는남의비밀을누설하나마음이신실한자

는그런것을숨기느니라 13도략이없으면백성이망

하여도모사가많으면평안을누리느니라 14타인을위

하여보증이되는자는손해를당하여도보증이되기

를싫어하는자는평안하니라 15유덕한여자는존영을

얻고근면한남자는재물을얻느니라 16인자한자는

자기의영혼을이롭게하고잔인한자는자기의몸을

해롭게하느니라 17악인의삯은허무하되의를뿌린

자의상은확실하니라 18의를굳게지키는자는생명

에이르고악을따르는자는사망에이르느니라 19마

음이패려한자는여호와의미움을받아도행위가온

전한자는그의기뻐하심을받느니라 20악인은피차

손을잡을지라도벌을면치못할것이나의인의자손

은구원을얻으리라 21아름다운여인이삼가지아니하

는것은마치돼지코에금고리같으니라 22의인의소

원은오직선하나악인의소망은진노를이루느니라

23흩어구제하여도더욱부하게되는일이있나니과

도히아껴도가난하게될뿐이니라 24구제를좋아하는

자는풍족하여질것이요남을윤택하게하는자는윤

택하여지리라 25곡식을내지아니하는자는백성에게

저주를받을것이나파는자는그머리에복이임하리

라 26선을간절히구하는자는은총을얻으려니와악

을더듬어찾는자에게는악이임하리라 27자기의재

물을의지하는자는패망하려니와의인은푸른잎사귀

같아서번성하리라 28자기집을해롭게하는자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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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바람이라미련한자는마음이지혜로운자의종

이되리라 29의인의열매는생명나무라지혜로운자는

사람을얻느니라 30보라의인이라도이세상에서보응

을받겠거든하물며악인과죄인이리요

12훈계를좋아하는자는지식을좋아하나니징계를

싫어하는자는짐승과같으니라 2선인은여호와께은

총을받으려니와악을꾀하는자는정죄하심을받으리

이다 3사람이악으로굳게서지못하나니의인의뿌리

는움직이지아니하느니라 4어진여인은그지아비의

면류관이나욕을끼치는여인은그지아비로뼈가썩

음같게하느니라 5의인의생각은공직하여도악인의

도모는궤휼이니라 6악인의말은사람을엿보아피를

흘리자하는것이어니와정직한자의입은사람을구

원하느니라 7악인은엎드러져서소멸되려니와의인

의집은서있으리라 8사람은그지혜대로칭찬을받

으려니와마음이패려한자는멸시를받으리라 9비천

히여김을받을지라도종을부리는자는스스로높은

체하고도음식이핍절한자보다나으니라 10의인은

그육축의생명을돌아보나악인의긍휼은잔인이니라

11자기의토지를경작하는자는먹을것이많거니와방

탕한것을따르는자는지혜가없느니라 12악인은불

의의이를탐하나의인은그뿌리로말미암아결실하

느니라 13악인은입술의허물로인하여그물에걸려도

의인은환난에서벗어나느니라 14사람은입의열매로

인하여복록에족하며그손의행하는대로자기가받

느니라 15미련한자는자기행위를바른줄로여기나

지혜로운자는권고를듣느니라 16미련한자는분노를

당장에나타내거니와슬기로운자는수욕을참느니라

17진리를말하는자는의를나타내어도거짓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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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휼을말하느니라 18혹은칼로찌름같이함부로말

하거니와지혜로운자의혀는양약같으니라 19진실한

입술은영원히보존되거니와거짓혀는눈깜짝일동

안만있을뿐이니라 20악을꾀하는자의마음에는궤

휼이있고화평을논하는자에게는희락이있느니라

21의인에게는아무재앙도임하지아니하려니와악인

에게는앙화가가득하리라 22거짓입술은여호와께미

움을받아도진실히행하는자는그의기뻐하심을받

느니라 23슬기로운자는지식을감추어두어도미련한

자의마음은미련한것을전파하느니라 24부지런한자

의손은사람을다스리게되어도게으른자는부림을

받느니라 25근심이사람의마음에있으면그것으로번

뇌케하나선한말은그것을즐겁게하느니라 26의인

은그이웃의인도자가되나악인의소행은자기를미

혹하게하느니라 27게으른자는그잡을것도사냥하

지아니하나니사람의부귀는부지런한것이니라 28의

로운길에생명이있나니그길에는사망이없느니라

13지혜로운아들은아비의훈계를들으나거만한자

는꾸지람을즐겨듣지아니하느니라 2사람은입의열

매로인하여복록을누리거니와마음이궤사한자는

강포를당하느니라 3입을지키는자는그생명을보전

하나입술을크게벌리는자에게는멸망이오느니라 4

게으른자는마음으로원하여도얻지못하나부지런한

자의마음은풍족함을얻느니라 5의인은거짓말을미

워하나악인은행위가흉악하여부끄러운데이르느니

라 6의는행실이정직한자를보호하고악은죄인을

패망케하느니라 7스스로부한체하여도아무것도

없는자가있고스스로가난한체하여도재물이많은

자가있느니라 8사람의재물이그생명을속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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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가난한자는협박을받을일이없느니라 9의인

의빛은환하게빛나고악인의등불은꺼지느니라 10

교만에서는다툼만일어날뿐이라권면을듣는자는

지혜가있느니라망령되이얻은재물은줄어가고손으

로모은것은늘어가느니라 11소망이더디이루게되

면그것이마음을상하게하나니소원이이루는것은

곧생명나무니라 12말씀을멸시하는자는패망을이루

고계명을두려워하는자는상을얻느니라 13지혜있

는자의교훈은생명의샘이라사람으로사망의그물

을벗어나게하느니라 14선한지혜는은혜를베푸나

궤사한자의길은험하니라 15무릇슬기로운자는지

식으로행하여도미련한자는자기의미련한것을나

타내느니라 16악한사자는재앙에빠져도충성된사신

은양약이되느니라 17훈계를저버리는자에게는궁핍

과수욕이이르거니와경계를지키는자는존영을얻

느니라 18소원을성취하면마음에달아도미련한자는

악에서떠나기를싫어하느니라 19지혜로운자와동행

하면지혜를얻고미련한자와사귀면해를받느니라

20재앙은죄인을따르고선한보응은의인에게이르느

니라 21선인은그산업을자자손손에게끼쳐도죄인

의재물은의인을위하여쌓이느니라 22가난한자는

밭을경작하므로양식이많아지거늘혹불의로인하여

가산을탕패하는자가있느니라 23초달을차마못하는

자는그자식을미워함이라자식을사랑하는자는근

실히징계하느니라 24의인은포식하여도악인의배는

주리느니라

14무릇지혜로운여인은그집을세우되미련한여인

은자기손으로그것을허느니라 2정직하게행하는자

는여호와를경외하여도패역하게행하는자는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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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경멸히여기느니라 3미련한자는교만하여입으로

매를자청하고지혜로운자는입술로스스로보전하느

니라 4소가없으면구유는깨끗하려니와소의힘으로

얻는것이많으니라 5신실한증인은거짓말을아니하

여도거짓증인은거짓말을뱉느니라 6거만한자는지

혜를구하여도얻지못하거니와명철한자는지식얻

기가쉬우니라 7너는미련한자의앞을떠나라그입

술에지식있음을보지못함이니라 8슬기로운자의지

혜는자기의길을아는것이라도미련한자의어리석

음은속이는것이니라 9미련한자는죄를심상히여겨

도정직한자중에는은혜가있느니라 10마음의고통

은자기가알고마음의즐거움도타인이참예하지못

하느니라 11악한자의집은망하겠고정직한자의장

막은흥하리라 12어떤길은사람의보기에바르나필

경은사망의길이니라 13웃을때에도마음에슬픔이

있고즐거움의끝에도근심이있느니라 14마음이패려

한자는자기행위로보응이만족하겠고선한사람도

자기의행위로그러하리라 15어리석은자는온갖말을

믿으나슬기로운자는그행동을삼가느니라 16지혜로

운자는두려워하여악을떠나나어리석은자는방자

하여스스로믿느니라 17노하기를속히하는자는어

리석은일을행하고악한계교를꾀하는자는미움을

받느니라 18어리석은자는어리석음으로기업을삼아

도슬기로운자는지식으로면류관을삼느니라 19악인

은선인앞에엎드리고불의자는의인의문에엎드리

느니라 20가난한자는그이웃에게도미움을받게되

나부요한자는친구가많으니라 21그이웃을업신여

기는자는죄를범하는자요빈곤한자를불쌍히여기

는자는복이있는자니라 22악을도모하는자는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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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것이아니냐선을도모하는자에게는인자와진

리가있으리라 23모든수고에는이익이있어도입술의

말은궁핍을이룰뿐이니라 24지혜로운자의재물은

그의면류관이요미련한자의소유는다만그미련한

것이니라 25진실한증인은사람의생명을구원하여도

거짓말을뱉는사람은속이느니라 26여호와를경외하

는자에게는견고한의뢰가있나니그자녀들에게피

난처가있으리라 27여호와를경외하는것은생명의샘

이라사망의그물에서벗어나게하느니라 28백성이많

은것은왕의영광이요백성이적은것은주권자의패

망이니라 29노하기를더디하는자는크게명철하여도

마음이조급한자는어리석음을나타내느니라 30마음

의화평은육신의생명이나시기는뼈의썩음이니라

31가난한사람을학대하는자는그를지으신이를멸

시하는자요궁핍한사람을불쌍히여기는자는주를

존경하는자니라 32악인은그환난에엎드러져도의인

은그죽음에도소망이있느니라 33지혜는명철한자

의마음에머물거니와미련한자의속에있는것은나

타나느니라 34의는나라로영화롭게하고죄는백성을

욕되게하느니라 35슬기롭게행하는신하는왕의은총

을입고욕을끼치는신하는그의진노를당하느니라

15유순한대답은분노를쉬게하여도과격한말은노

를격동하느니라 2지혜있는자의혀는지식을선히

베풀고미련한자의입은미련한것을쏟느니라 3여호

와의눈은어디서든지악인과선인을감찰하시느니라

4온량한혀는곧생명나무라도패려한혀는마음을상

하게하느니라 5아비의훈계를업신여기는자는미련

한자요경계를받는자는슬기를얻을자니라 6의인

의집에는많은보물이있어도악인의소득은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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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느니라 7지혜로운자의입술은지식을전파하여도

미련한자의마음은정함이없느니라 8악인의제사는

여호와께서미워하셔도정직한자의기도는그가기뻐

하시느니라 9악인의길은여호와께서미워하셔도의

를따라가는자는그가사랑하시느니라 10도를배반하

는자는엄한징계를받을것이요견책을싫어하는자

는죽을것이니라 11음부와유명도여호와의앞에드

러나거든하물며인생의마음이리요 (Sheol h7585) 12거

만한자는견책받기를좋아하지아니하며지혜있는

자에게로가지도아니하느니라 13마음의즐거움은얼

굴을빛나게하여도마음의근심은심령을상하게하

느니라 14명철한자의마음은지식을요구하고미련한

자의입은미련한것을즐기느니라 15고난받는자는

그날이다험악하나마음이즐거운자는항상잔치하

느니라 16가산이적어도여호와를경외하는것이크게

부하고번뇌하는것보다나으니라 17여간채소를먹으

며서로사랑하는것이살진소를먹으며서로미워하

는것보다나으니라 18분을쉽게내는자는다툼을일

으켜도노하기를더디하는자는시비를그치게하느니

라 19게으른자의길은가시울타리같으나정직한자

의길은대로니라 20지혜로운아들은아비를즐겁게

하여도미련한자는어미를업신여기느니라 21무지한

자는미련한것을즐겨하여도명철한자는그길을바

르게하느니라 22의논이없으면경영이파하고모사가

많으면경영이성립하느니라 23사람은그입의대답으

로말미암아기쁨을얻나니때에맞은말이얼마나아

름다운고 24지혜로운자는위로향한생명길로말미암

음으로그아래있는음부를떠나게되느니라 (Sheol

h7585) 25여호와는교만한자의집을허시며과부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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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정하시느니라 26악한꾀는여호와의미워하시는

것이라도선한말은정결하니라 27이를탐하는자는

자기집을해롭게하나뇌물을싫어하는자는사느니

라 28의인의마음은대답할말을깊이생각하여도악

인의입은악을쏟느니라 29여호와는악인을멀리하

시고의인의기도를들으시느니라 30눈의밝은것은

마음을기쁘게하고좋은기별은뼈를윤택하게하느

니라 31생명의경계를듣는귀는지혜로운자가운데

있느니라 32훈계받기를싫어하는자는자기의영혼을

경히여김이라견책을달게받는자는지식을얻느니

라 33여호와를경외하는것은지혜의훈계라겸손은

존귀의앞잡이니라

16마음의경영은사람에게있어도말의응답은여호

와께로서나느니라 2사람의행위가자기보기에는모

두깨끗하여도여호와는심령을감찰하시느니라 3너

의행사를여호와께맡기라그리하면너의경영하는

것이이루리라 4여호와께서온갖것을그씌움에적당

하게지으셨나니악인도악한날에적당하게하셨느니

라 5무릇마음이교만한자를여호와께서미워하시나

니피차손을잡을지라도벌을면치못하리라 6인자와

진리로인하여죄악이속하게되고여호와를경외함으

로인하여악에서떠나게되느니라 7사람의행위가여

호와를기쁘시게하면그사람의원수라도그로더불

어화목하게하시느니라 8적은소득이의를겸하면많

은소득이불의를겸한것보다나으니라 9사람이마음

으로자기의길을계획할지라도그걸음을인도하는

자는여호와시니라 10하나님의말씀이왕의입술에있

은즉재판할때에그입이그릇하지아니하리라 11공

평한간칭과명칭은여호와의것이요주머니속의추



잠언 1219

돌들도다그의지으신것이니라 12악을행하는것은

왕의미워할바니이는그보좌가공의로말미암아굳

게섬이니라 13의로운입술은왕들의기뻐하는것이요

정직히말하는자는그들의사랑을입느니라 14왕의

진노는살륙의사자와같아도지혜로운사람은그것을

쉬게하리라 15왕의희색에생명이있나니그은택이

늦은비를내리는구름과같으니라 16지혜를얻는것

이금을얻는것보다얼마나나은고명철을얻는것이

은을얻는것보다더욱나으니라 17악을떠나는것은

정직한사람의대로니그길을지키는자는자기의영

혼을보전하느니라 18교만은패망의선봉이요거만한

마음은넘어짐의앞잡이니라 19겸손한자와함께하여

마음을낮추는것이교만한자와함께하여탈취물을

나누는것보다나으니라 20삼가말씀에주의하는자는

좋은것을얻나니여호와를의지하는자가복이있느

니라 21마음이지혜로운자가명철하다일컬음을받고

입이선한자가남의학식을더하게하느니라 22명철

한자에게는그명철이생명의샘이되거니와미련한

자에게는그미련한것이징계가되느니라 23지혜로운

자의마음은그입을슬기롭게하고또그입술에지식

을더하느니라 24선한말은꿀송이같아서마음에달

고뼈에양약이되느니라 25어떤길은사람의보기에

바르나필경은사망의길이니라 26노력하는자는식욕

을인하여애쓰나니이는그입이자기를독촉함이니

라 27불량한자는악을꾀하나니그입술에는맹렬한

불같은것이있느니라 28패려한자는다툼을일으키

고말장이는친한벗을이간하느니라 29강포한사람은

그이웃을꾀어불선한길로인도하느니라 30눈을감

는자는패역한일을도모하며입술을닫는자는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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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이루느니라 31백발은영화의면류관이라의로운

길에서얻으리라 32노하기를더디하는자는용사보다

낫고자기의마음을다스리는자는성을빼앗는자보

다나으니라 33사람이제비는뽑으나일을작정하기는

여호와께있느니라

17마른떡한조각만있고도화목하는것이육선이

집에가득하고다투는것보다나으니라 2슬기로운종

은주인의부끄러움을끼치는아들을다스리겠고또

그아들들중에서유업을나눠얻으리라 3도가니는은

을,풀무는금을연단하거니와여호와는마음을연단

하시느니라 4악을행하는자는궤사한입술을잘듣고

거짓말을하는자는악한혀에귀를기울이느니라 5가

난한자를조롱하는자는이를지으신주를멸시하는

자요사람의재앙을기뻐하는자는형벌을면치못할

자니라 6손자는노인의면류관이요아비는자식의영

화니라 7분외의말을하는것도미련한자에게합당치

아니하거든하물며거짓말을하는것이존귀한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뇌물은임자의보기에보석같은즉어

디로향하든지형통케하느니라 9허물을덮어주는자

는사랑을구하는자요그것을거듭말하는자는친한

벗을이간하는자니라 10한마디로총명한자를경계

하는것이매백개로미련한자를때리는것보다더욱

깊이박이느니라 11악한자는반역만힘쓰나니그러므

로그에게잔인한사자가보냄을입으리라 12차라리

새끼빼앗긴암콤을만날지언정미련한일을행하는

미련한자를만나지말것이니라 13누구든지악으로

선을갚으면악이그집을떠나지아니하리라 14다투

는시작은방축에서물이새는것같은즉싸움이일어

나기전에시비를그칠것이니라 15악인을의롭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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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의인을악하다하는이두자는다여호와의미워하

심을입느니라 16미련한자는무지하거늘손에값을

가지고지혜를사려함은어찜인고 17친구는사랑이

끊이지아니하고형제는위급한때까지위하여났느니

라 18지혜없는자는남의손을잡고그이웃앞에서보

증이되느니라 19다툼을좋아하는자는죄과를좋아하

는자요자기문을높이는자는파괴를구하는자니라

20마음이사특한자는복을얻지못하고혀가패역한

자는재앙에빠지느니라 21미련한자를낳는자는근

심을당하나니미련한자의아비는낙이없느니라 22

마음의즐거움은양약이라도심령의근심은뼈로마르

게하느니라 23악인은사람의품에서뇌물을받고재

판을굽게하느니라 24지혜는명철한자의앞에있거

늘미련한자는눈을땅끝에두느니라 25미련한아들

은그아비의근심이되고그어미의고통이되느니라

26의인을벌하는것과귀인을정직하다고때리는것이

선치못하니라 27말을아끼는자는지식이있고성품

이안존한자는명철하니라 28미련한자라도잠잠하면

지혜로운자로여기우고그입술을닫히면슬기로운

자로여기우느니라

18무리에게서스스로나뉘는자는자기소욕을따르

는자라온갖참지혜를배척하느니라 2미련한자는

명철을기뻐하지아니하고자기의의사를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3악한자가이를때에는멸시도따라오

고부끄러운것이이를때에는능욕도함께오느니라 4

명철한사람의입의말은깊은물과같고지혜의샘은

솟쳐흐르는내와같으니라 5악인을두호하는것과재

판할때에의인을억울하게하는것이선하지아니하

니라 6미련한자의입술은다툼을일으키고그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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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자청하느니라 7미련한자의입은그의멸망이되

고그입술은그의영혼의그물이되느니라 8남의말

하기를좋아하는자의말은별식과같아서뱃속깊은

데로내려가느니라 9자기의일을게을리하는자는패

가하는자의형제니라 10여호와의이름은견고한망

대라의인은그리로달려가서안전함을얻느니라 11부

자의재물은그의견고한성이라그가높은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2사람의마음의교만은멸망의선봉이요

겸손은존귀의앞잡이니라 13사연을듣기전에대답하

는자는미련하여욕을당하느니라 14사람의심령은

그병을능히이기려니와심령이상하면그것을누가

일으키겠느냐 15명철한자의마음은지식을얻고지혜

로운자의귀는지식을구하느니라 16선물은그사람

의길을너그럽게하며또존귀한자의앞으로그를인

도하느니라 17송사에원고의말이바른것같으나그

피고가와서밝히느니라 18제비뽑는것은다툼을그

치게하여강한자사이에해결케하느니라 19노엽게

한형제와화목하기가견고한성을취하기보다어려

운즉이러한다툼은산성문빗장같으니라 20사람은

입에서나오는열매로하여배가부르게되나니곧그

입술에서나는것으로하여만족케되느니라 21죽고사

는것이혀의권세에달렸나니혀를쓰기좋아하는자

는그열매를먹으리라 22아내를얻는자는복을얻고

여호와께은총을받는자니라 23가난한자는간절한

말로구하여도부자는엄한말로대답하느니라 24많은

친구를얻는자는해를당하게되거니와어떤친구는

형제보다친밀하니라

19성실히행하는가난한자는입술이패려하고미련

한자보다나으니라 2지식없는소원은선치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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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급한사람은그릇하느니라 3사람이미련하므로

자기길을굽게하고마음으로여호와를원망하느니라

4재물은많은친구를더하게하나가난한즉친구가끊

어지느니라 5거짓증인은벌을면치못할것이요거짓

말을내는자도피치못하리라 6너그러운사람에게는

은혜를구하는자가많고선물을주기를좋아하는자

에게는사람마다친구가되느니라 7가난한자는그형

제들에게도미움을받거든하물며친구야그를멀리

아니하겠느냐따라가며말하려할지라도그들이없어

졌으리라 8지혜를얻는자는자기영혼을사랑하고

명철을지키는자는복을얻느니라 9거짓증인은벌을

면치못할것이요거짓말을내는자는망할것이니라

10미련한자가사치하는것이적당치못하거든하물며

종이방백을다스림이랴 11노하기를더디하는것이사

람의슬기요허물을용서하는것이자기의영광이니라

12왕의노함은사자의부르짖음같고그의은택은풀

위에이슬같으니라 13미련한아들은그아비의재앙

이요다투는아내는이어떨어지는물방울이니라 14집

과재물은조상에게서상속하거니와슬기로운아내는

여호와께로서말미암느니라 15게으름이사람으로깊

이잠들게하나니해태한사람은주릴것이니라 16계

명을지키는자는자기의영혼을지키거니와그행실

을삼가지아니하는자는죽으리라 17가난한자를불

쌍히여기는것은여호와께꾸이는것이니그선행을

갚아주시리라 18네가네아들에게소망이있은즉그

를징계하고죽일마음은두지말지니라 19노하기를

맹렬히하는자는벌을받을것이라네가그를건져주

면다시건져주게되리라 20너는권고를들으며훈계

를받으라그리하면네가필경은지혜롭게되리라 21



잠언 1224

사람의마음에는많은계획이있어도오직여호와의

뜻이완전히서리라 22사람은그인자함으로남에게

사모함을받느니라가난한자는거짓말하는자보다나

으니라 23여호와를경외하는것은사람으로생명에이

르게하는것이라경외하는자는족하게지내고재앙

을만나지아니하느니라 24게으른자는그손을그릇

에넣고도입으로올리기를괴로와하느니라 25거만한

자를때리라그리하면어리석은자도경성하리라명철

한자를견책하라그리하면그가지식을얻으리라 26

아비를구박하고어미를쫓아내는자는부끄러움을

끼치며능욕을부르는자식이니라 27내아들아지식의

말씀에서떠나게하는교훈을듣지말지니라 28망령된

증인은공의를업신여기고악인의입은죄악을삼키느

니라 29심판은거만한자를위하여예비된것이요채

찍은어리석은자의등을위하여예비된것이니라

20포도주는거만케하는것이요독주는떠들게하는

것이라무릇이에미혹되는자에게는지혜가없느니라

2왕의진노는사자의부르짖음같으니그를노하게하

는것은자기의생명을해하는것이니라 3다툼을멀리

하는것이사람에게영광이어늘미련한자마다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게으른자는가을에밭갈지아니하나

니그러므로거둘때에는구걸할지라도얻지못하리라

5사람의마음에있는모략은깊은물같으니라그럴찌

라도명철한사람은그것을길어내느니라 6많은사람

은각기자기의인자함을자랑하나니충성된자를누

가만날수있으랴 7완전히행하는자가의인이라그

후손에게복이있느니라 8심판자리에앉은왕은그

눈으로모든악을흩어지게하느니라 9내가내마음을

정하게하였다, 내죄를깨끗하게하였다할자가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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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10한결같지않은저울추와말은다여호와께서미

워하시느니라 11비록아이라도그동작으로자기의품

행의청결하며정직한여부를나타내느니라 12듣는귀

와보는눈은다여호와의지으신것이니라 13너는잠

자기를좋아하지말라네가빈궁하게될까두려우니라

네눈을뜨라그리하면양식에족하리라 14사는자가

물건이좋지못하다좋지못하다하다가돌아간후에

는자랑하느니라 15세상에금도있고진주도많거니와

지혜로운입술이더욱귀한보배니라 16타인을위하여

보증이된자의옷을취하라외인들의보증이된자는

그몸을볼모잡힐지니라 17속이고취한식물은맛이

좋은듯하나후에는그입에모래가가득하게되리라

18무릇경영은의논함으로성취하나니모략을베풀고

전쟁할지니라 19두루다니며한담하는자는남의비밀

를누설하니니입술을벌린자를사귀지말지니라 20

자기의아비나어미를저주하는자는그등불이유암

중에꺼짐을당하리라 21처음에속히잡은산업은마

침내복이되지아니하느니라 22너는악을갚겠다말

하지말고여호와를기다리라그가너를구원하시리라

23한결같지않은저울추는여호와의미워하시는것

이요속이는저울은좋지못한것이니라 24사람의걸

음은여호와께로서말미암나니사람이어찌자기의길

을알수있으랴 25함부로이물건을거룩하다하여서

원하고그후에살피면그것이그물이되느니라 26지

혜로운왕은악인을키질하며타작하는바퀴로그위

에굴리느니라 27사람의영혼은여호와의등불이라사

람의깊은속을살피느니라 28왕은인자와진리로스

스로보호하고그위도인자함으로말미암아견고하니

라 29젊은자의영화는그힘이요늙은자의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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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백발이니라 30상하게때리는것이악을없이하

나니매는사람의속에깊이들어가느니라

21왕의마음이여호와의손에있음이마치보의물과

같아서그가임의로인도하시느니라 2사람의행위가

자기보기에는모두정직하여도여호와는심령을감찰

하시느니라 3의와공평을행하는것은제사드리는것

보다여호와께서기쁘게여기시느니라 4눈이높은것

과마음이교만한것과악인의형통한것은다죄니라

5부지런한자의경영은풍부함에이를것이나조급한

자는궁핍함에이를따름이니라 6속이는말로재물을

모으는것은죽음을구하는것이라곧불려다니는안

개니라 7악인의강포는자기를소멸하나니이는공의

행하기를싫어함이니라 8죄를크게범한자의길은심

히구부러지고깨끗한자의길은곧으니라 9다투는여

인과함께큰집에서나는것보다움막에서혼자사는

것이나으니라 10악인의마음은남의재앙을원하나니

그이웃도그앞에서은혜를입지못하느니라 11거만

한자가벌을받으면어리석은자는경성하겠고지혜

로운자가교훈을받으면지식이더하리라 12의로우

신자는악인의집을감찰하시고악인을환난에던지

시느니라 13귀를막아가난한자의부르짖는소리를

듣지아니하면자기의부르짖을때에도들을자가없

으리라 14은밀한선물은노를쉬게하고품의뇌물은

맹렬한분을그치게하느니라 15공의를행하는것이

의인에게는즐거움이요죄인에게는패망이니라 16명

철의길을떠난사람은사망의회중에거하리라 17연

락을좋아하는자는가난하게되고술과기름을좋아

하는자는부하게되지못하느니라 18악인은의인의

대속이되고궤사한자는정직한자의대신이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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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다투며성내는여인과함께사는것보다광야에

서혼자사는것이나으니라 20지혜있는자의집에는

귀한보배와기름이있으나미련한자는이것을다삼

켜버리느니라 21의와인자를따라구하는자는생명과

의와영광을얻느니라 22지혜로운자는용사의성에

올라가서그성의견고히의뢰하는것을파하느니라

23입과혀를지키는자는그영혼을환난에서보전하

느니라 24무례하고교만한자를이름하여망령된자라

하나니이는넘치는교만으로행함이니라 25게으른자

의정욕이그를죽이나니이는그손으로일하기를싫

어함이니라 26어떤자는종일토록탐하기만하나의

인은아끼지아니하고시제하느니라 27악인의제물은

본래가증하거든하물며악한뜻으로드리는것이랴

28거짓증인은패망하려니와확실한증인의말은힘이

있느니라 29악인은그얼굴을굳게하나정직한자는

그행위를삼가느니라 30지혜로도명철로도모략으로

도여호와를당치못하느니라 31싸울날을위하여마

병을예비하거니와이김은여호와께있느니라

22많은재물보다명예를택할것이요은이나금보다

은총을더욱택할것이니라 2빈부가섞여살거니와무

릇그들을지으신이는여호와시니라 3슬기로운자는

재앙을보면숨어피하여도어리석은자들은나아가다

가해를받느니라 4겸손과여호와를경외함의보응은

재물과영광과생명이니라 5패역한자의길에는가시

와올무가있거니와영혼을지키는자는이를멀리하

느니라 6마땅히행할길을아이에게가르치라그리하

면늙어도그것을떠나지아니하리라 7부자는가난한

자를주관하고빚진자는채주의종이되느니라 8악을

뿌리는자는재앙을거두리니그분노의기세가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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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9선한눈을가진자는복을받으리니이는양식

을가난한자에게줌이니라 10거만한자를쫓아내면

다툼이쉬고싸움과수욕이그치느니라 11마음의정결

을사모하는자의입술에는덕이있으므로임금이그

의친구가되느니라 12여호와께서는지식있는자를그

눈으로지키시나궤사한자의말은패하게하시느니라

13게으른자는말하기를사자가밖에있은즉내가나

가면거리에서찢기겠다하느니라 14음녀의입은깊은

함정이라여호와의노를당한자는거기빠지리라 15

아이의마음에는미련한것이얽혔으나징계하는채찍

이이를멀리쫓아내리라 16이를얻으려고가난한자

를학대하는자와부자에게주는자는가난하여질뿐

이니라 17너는귀를기울여지혜있는자의말씀을들

으며내지식에마음을둘지어다 18이것을네속에보

존하며네입술에있게함이아름다우니라 19내가너

로여호와를의뢰하게하려하여이것을오늘특별히

네게알게하였노니 20내가모략과지식의아름다운

것을기록하여 21너로진리의확실한말씀을깨닫게

하며또너를보내는자에게진리의말씀으로회답하

게하려함이아니냐 22약한자를약하다고탈취하지

말며곤고한자를성문에서압제하지말라 23대저여

호와께서신원하여주시고또그를노략하는자의생

명을빼앗으시리라 24노를품는자와사귀지말며울

분한자와동행하지말지니 25그행위를본받아서네

영혼을올무에빠칠까두려움이니라 26너는사람으로

더불어손을잡지말며남의빚에보증이되지말라 27

만일갚을것이없으면네누운침상도빼앗길것이라

네가어찌그리하겠느냐 28네선조의세운옛지계석

을옮기지말지니라 29네가자기사업에근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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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았느냐이러한사람은왕앞에설것이요천한자

앞에서지아니하리라

23네가관원과함께앉아음식을먹게되거든삼가

네앞에있는자가누구인지생각하며 2네가만일탐

식자여든네목에칼을둘것이니라 3그진찬을탐하

지말라그것은간사하게베푼식물이니라 4부자되기

에애쓰지말고네사사로운지혜를버릴지어다 5네가

어찌허무한것에주목하겠느냐정녕히재물은날개를

내어하늘에나는독수리처럼날아가리라 6악한눈이

있는자의음식을먹지말며그진찬을탐하지말지어

다 7대저그마음의생각이어떠하면그위인도그러

한즉그가너더러먹고마시라할지라도그마음은너

와함께하지아니함이라 8네가조금먹은것도토하겠

고네아름다운말도헛된데로돌아가리라 9미련한

자의귀에말하지말지니이는그가네지혜로운말을

업신여길것임이니라 10옛지계석을옮기지말며외로

운자식의밭을침범하지말찌어다 11대저그들의구

속자는강하시니너를대적하사그원을펴시리라 12

훈계에착심하며지식의말씀에귀를기울이라 13아이

를훈계하지아니치말라채찍으로그를때릴지라도

죽지아니하리라 14그를채찍으로때리면그영혼을

음부에서구원하리라 (Sheol h7585) 15내아들아만일네

마음이지혜로우면나곧내마음이즐겁겠고 16만일

네입술이정직을말하면내속이유쾌하리라 17네마

음으로죄인의형통을부러워하지말고항상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정녕히네장래가있겠고네소망이끊어

지지아니하리라 19내아들아너는듣고지혜를얻어

네마음을정로로인도할지니라 20술을즐겨하는자와

고기를탐하는자로더불어사귀지말라 21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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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식하는자는가난하여질것이요잠자기를즐겨하는

자는해어진옷을입을것임이니라 22너낳은아비에

게청종하고네늙은어미를경히여기지말지니라 23

진리를사고서팔지말며지혜와훈계와명철도그리

할지니라 24의인의아비는크게즐거울것이요지혜로

운자식을낳은자는그를인하여즐거울것이니라 25

네부모를즐겁게하며너낳은어미를기쁘게하라 26

내아들아네마음을내게주며네눈으로내길을즐거

워할지어다 27대저음녀는깊은구렁이요이방여인은

좁은함정이라 28그는강도같이매복하며인간에궤

사한자가많아지게하느니라 29재앙이뉘게있느뇨

근심이뉘게있느뇨분쟁이뉘게있느뇨원망이뉘게

있느뇨까닭없는창상이뉘게있느뇨붉은눈이뉘게

있느뇨 30술에잠긴자에게있고혼합한술을구하러

다니는자에게있느니라 31포도주는붉고잔에서번쩍

이며순하게내려가나니너는그것을보지도말지어다

32이것이마침내뱀같이물것이요독사같이쏠것이

며 33또네눈에는괴이한것이보일것이요네마음은

망령된것을발할것이며 34너는바다가운데누운자

같을것이요돛대위에누운자같을것이며 35네가스

스로말하기를사람이나를때려도나는아프지아니

하고나를상하게하여도내게감각이없도다내가언

제나깰까다시술을찾겠다하리라

24너는악인의형통을부러워하지말며그와함께있

기도원하지말지어다 2그들의마음은강포를품고그

입술은잔해를말함이니라 3집은지혜로말미암아건

축되고명철로말미암아견고히되며 4또방들은지식

으로말미암아각종귀하고아름다운보배로채우게

되느니라 5지혜있는자는강하고지식있는자는힘



잠언 1231

을더하나니 6너는모략으로싸우라승리는모사가많

음에있느니라 7지혜는너무높아서미련한자의미치

지못할것이므로그는성문에서입을열지못하느니

라 8악을행하기를꾀하는자를일컬어사특한자라

하느니라 9미련한자의생각은죄요거만한자는사람

의미움을받느니라 10네가만일환난날에낙담하면

네힘의미약함을보임이니라 11너는사망으로끌려가

는자를건져주며살륙을당하게된자를구원하지아

니치말라 12네가말하기를나는그것을알지못하였

노라할지라도마음을저울질하시는이가어찌통찰

하지못하시겠으며네영혼을지키시는이가어찌알

지못하시겠느냐그가각사람의행위대로보응하시리

라 13내아들아꿀을먹으라이것이좋으니라송이꿀

을먹으라이것이네입에다니라 14지혜가네영혼에

게이와같은줄을알라이것을얻으면정녕히네장래

가있겠고네소망이끊어지지아니하리라 15악한자

여의인의집을엿보지말며그쉬는처소를헐지말지

니라 16대저의인은일곱번넘어질지라도다시일어나

려니와악인은재앙으로인하여엎드러지느니라 17네

원수가넘어질때에즐거워하지말며그가엎드러질

때에마음에기뻐하지말라 18여호와께서이것을보시

고기뻐아니하사그진노를그에게서옮기실까두려

우니라 19너는행악자의득의함을인하여분을품지

말며악인의형통을부러워하지말라 20대저행악자는

장래가없겠고악인의등불은꺼지리라 21내아들아

여호와와왕을경외하고반역자로더불어사귀지말라

22대저그들의재앙은속히임하리니이두자의멸망

을누가알랴 23이것도지혜로운자의말씀이라재판

할때에낯을보아주는것이옳지못하니라 24무릇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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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러옳다하는자는백성에게저주를받을것이요

국민에게미움을받으려니와 25오직그를견책하는자

는기쁨을얻을것이요또좋은복을받으리라 26적당

한말로대답함은입맞춤과같으니라 27네일을밖에

서다스리며밭에서예비하고그후에네집을세울지

니라 28너는까닭없이네이웃을쳐서증인이되지말

며네입술로속이지말지니라 29너는그가내게행함

같이나도그에게행하여그행한대로갚겠다말하지

말지니라 30내가증왕에게으른자의밭과지혜없는

자의포도원을지나며본즉 31가시덤불이퍼졌으며거

친풀이지면에덮였고돌담이무너졌기로 32내가보

고생각이깊었고내가보고훈계를받았었노라 33네

가좀더자자,좀더졸자,손을모으고좀더눕자하니

네빈궁이강도같이오며 34네곤핍이군사같이이르

리라

25이것도솔로몬의잠언이요유다왕히스기야의신

하들의편집한것이니라 2일을숨기는것은하나님의

영화요일을살피는것은왕의영화니라 3하늘의높음

과땅의깊음같이왕의마음은헤아릴수없느니라 4

은에서찌끼를제하라그리하면장색의쓸만한그릇이

나올것이요 5왕앞에서악한자를제하라그리하면

그위가의로말미암아견고히서리라 6왕앞에서스

스로높은체하지말며대인의자리에서지말라 7이

는사람이너더러이리로올라오라하는것이네눈에

보이는귀인앞에서저리로내려가라하는것보다나

음이니라 8너는급거히나가서다투지말라마침내네

가이웃에게욕을보게될때에네가어찌할줄을알지

못할까두려우니라 9너는이웃과다투거든변론만하

고남의은밀한일을누설하지말라 10듣는자가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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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을터이요또수욕이네게서떠나지아니할까두

려우니라 11경우에합당한말은아로새긴은쟁반에금

사과니라 12슬기로운자의책망은청종하는귀에금고

리와정금장식이니라 13충성된사자는그를보낸이

에게마치추수하는날에얼음냉수같아서능히그주

인의마음을시원케하느니라 14선물한다고거짓자랑

하는자는비없는구름과바람같으니라 15오래참으

면관원이그말을용납하나니부드러운혀는뼈를꺾

느니라 16너는꿀을만나거든족하리만큼먹으라과식

하므로토할까두려우니라 17너는이웃집에자주다니

지말라그가너를싫어하며미워할까두려우니라 18

그이웃을쳐서거짓증거하는사람은방망이요칼이

요뾰족한살이니라 19환난날에진실치못한자를의

뢰하는의뢰는부러진이와위골된발같으니라 20마

음이상한자에게노래하는것은추운날에옷을벗음

같고쏘다위에초를부음같으니라 21네원수가배고

파하거든식물을먹이고목말라하거든물을마시우라

22그리하는것은핀숯으로그의머리에놓는것과일

반이요여호와께서는네게상을주시리라 23북풍이비

를일으킴같이참소하는혀는사람의얼굴에분을일

으키느니라 24다투는여인과함께큰집에서사는것

보다움막에서혼자사는것이나으니라 25먼땅에서

오는좋은기별은목마른사람에게냉수같으니라 26

의인이악인앞에굴복하는것은우물의흐리어짐과

샘의더러워짐같으니라 27꿀을많이먹는것이좋지

못하고자기의영예를구하는것이헛되니라 28자기의

마음을제어하지아니하는자는성읍이무너지고성벽

이없는것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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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미련한자에게는영예가적당하지아니하니마치

여름에눈오는것과추수때에비오는것같으니라 2

까닭없는저주는참새의떠도는것과제비의날아가

는것같이이르지아니하느니라 3말에게는채찍이요

나귀에게는자갈이요미련한자의등에는막대기니라

4미련한자의어리석은것을따라대답하지말라두렵

건대네가그와같을까하노라 5미련한자의어리석은

것을따라그에게대답하라두렵건대그가스스로지

혜롭게여길까하노라 6미련한자편에기별하는것은

자기의발을베어버림이라해를받느니라 7저는자의

다리는힘없이달렸나니미련한자의입의잠언도그

러하니라 8미련한자에게영예를주는것은돌을물매

에매는것과같으니라 9미련한자의입의잠언은술

취한자의손에든가시나무같으니라 10장인이온갖

것을만들지라도미련한자를고용하는것은지나가는

자를고용함과같으니라 11개가그토한것을도로먹

는것같이미련한자는그미련한것을거듭행하느니

라 12네가스스로지혜롭게여기는자를보느냐그보

다미련한자에게오히려바랄것이있느니라 13게으

른자는길에사자가있다거리에사자가있다하느니

라 14문짝이돌쩌귀를따라서도는것같이게으른자

는침상에서구으느니라 15게으른자는그손을그릇

에넣고도입으로올리기를괴로와하느니라 16게으른

자는선히대답하는사람일곱보다자기를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7길로지나다가자기에게상관없는다툼

을간섭하는자는개귀를잡는자와같으니라 18횃불

을던지며살을쏘아서사람을죽이는미친사람이있

나니 19자기이웃을속이고말하기를내가희롱하였노

라하는자도그러하니라 20나무가다하면불이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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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장이가없어지면다툼이쉬느니라 21숯불위에

숯을더하는것과타는불에나무를더하는것같이다

툼을좋아하는자는시비를일으키느니라 22남의말하

기를좋아하는자의말은별식과같아서뱃속깊은데

로내려가느니라 23온유한입술에악한마음은낮은

은을입힌토기니라 24감정있는자는입술로는꾸미고

속에는궤휼을품나니 25그말이좋을지라도믿지말

것은그마음에일곱가지가증한것이있음이라 26궤

휼로그감정을감출지라도그악이회중앞에드러나

리라 27함정을파는자는그것에빠질것이요돌을굴

리는자는도리어그것에치이리라 28거짓말하는자는

자기의해한자를미워하고아첨하는입은패망을일

으키느니라

27너는내일일을자랑하지말라하루동안에무슨

일이날는지네가알수없음이니라 2타인으로너를

칭찬하게하고네입으로는말며외인으로너를칭찬

하게하고네입술로는말지니라 3돌은무겁고모래도

가볍지아니하거니와미련한자의분노는이둘보다

무거우니라 4분은잔인하고노는창수같거니와투기

앞에야누가서리요 5면책은숨은사랑보다나으니라

6친구의통책은충성에서말미암은것이나원수의자

주입맞춤은거짓에서난것이니라 7배부른자는꿀이

라도싫어하고주린자에게는쓴것이라도다니라 8본

향을떠나유리하는사람은보금자리를떠나떠도는

새와같으니라 9기름과향이사람의마음을즐겁게하

나니친구의충성된권고가이와같이아름다우니라

10네친구와네아비의친구를버리지말며네환난날

에형제의집에들어가지말지어다가까운이웃이먼

형제보다나으니라 11내아들아지혜를얻고내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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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쁘게하라그리하면나를비방하는자에게내가

대답할수있겠노라 12슬기로운자는재앙을보면숨

어피하여도어리석은자들은나아가다가해를받느니

라 13타인을위하여보증이된자의옷을취하라외인

들의보증이된자는그몸을볼모로잡힐지니라 14이

른아침에큰소리로그이웃을축복하면도리어저주

같이여기게되리라 15다투는부녀는비오는날에이

어떨어지는물방울이라 16그를제어하기가바람을제

어하는것같고오른손으로기름을움키는것같으니

라 17철이철을날카롭게하는것같이사람이그친구

의얼굴을빛나게하느니라 18무화과나무를지키는자

는그과실을먹고자기주인을시종하는자는영화를

얻느니라 19물에비취이면얼굴이서로같은것같이

사람의마음도서로비취느니라 20음부와유명은만족

함이없고사람의눈도만족함이없느니라 (Sheol h7585)

21도가니로은을,풀무로금을,칭찬으로사람을시련

하느니라 22미련한자를곡물과함께절구에넣고공

이로찧을지라도그의미련은벗어지지아니하느니라

23네양떼의형편을부지런히살피며네소떼에마음

을두라 24대저재물은영영히있지못하나니면류관

이어찌대대에있으랴 25풀을벤후에는새로움이돋

나니산에서꼴을거둘것이니라 26어린양의털은네

옷이되며염소는밭을사는값이되며 27염소의젖은

넉넉하여너와네집사람의식물이되며네여종의먹

을것이되느니라

28악인은쫓아오는자가없어도도망하나의인은사

자같이담대하니라 2나라는죄가있으면주관자가많

아져도명철과지식있는사람으로말미암아장구하게

되느니라 3가난한자를학대하는가난한자는곡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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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지아니하는폭우같으니라 4율법을버린자는악

인을칭찬하나율법을지키는자는악인을대적하느니

라 5악인은공의를깨닫지못하나여호와를찾는자는

모든것을깨닫느니라 6성실히행하는가난한자는사

곡히행하는부자보다나으니라 7율법을지키는자는

지혜로운아들이요탐식자를사귀는자는아비를욕되

게하는자니라 8중한변리로자기재산을많아지게

하는것은가난한사람불쌍히여기는자를위하여그

재산을저축하는것이니라 9사람이귀를돌이키고율

법을듣지아니하면그의기도도가증하니라 10정직한

자를악한길로유인하는자는스스로자기함정에빠

져도성실한자는복을얻느니라 11부자는자기를지

혜롭게여겨도명철한가난한자는그를살펴아느니

라 12의인이득의하면큰영화가있고악인이일어나

면사람이숨느니라 13자기의죄를숨기는자는형통

치못하나죄를자복하고버리는자는불쌍히여김을

받으리라 14항상경외하는자는복되거니와마음을강

퍅하게하는자는재앙에빠지리라 15가난한백성을

압제하는악한관원은부르짖는사자와주린곰같으

니라 16무지한치리자는포학을크게행하거니와탐욕

을미워하는자는장수하리라 17사람의피를흘린자

는함정으로달려갈것이니그를막지말지니라 18성

실히행하는자는구원을얻을것이나사곡히행하는

자는곧넘어지리라 19자기의토지를경작하는자는

먹을것이많으려니와방탕을좇는자는궁핍함이많

으리라 20충성된자는복이많아도속히부하고자하

는자는형벌을면치못하리라 21사람의낯을보아주

는것이좋지못하고한조각떡을인하여범법하는것

도그러하니라 22악한눈이있는자는재물을얻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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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급하고빈궁이자기에게로임할줄은알지못하느

니라 23사람을경책하는자는혀로아첨하는자보다

나중에더욱사랑을받느니라 24부모의물건을도적질

하고죄가아니라하는자는멸망케하는자의동류니

라 25마음이탐하는자는다툼을일으키나여호와를

의지하는자는풍족하게되느니라 26자기의마음을믿

는자는미련한자요지혜롭게행하는자는구원을얻

을자니라 27가난한자를구제하는자는궁핍하지아

니하려니와못본체하는자에게는저주가많으리라

28악인이일어나면사람이숨고그가멸망하면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자주책망을받으면서도목이곧은사람은갑자기

패망을당하고피하지못하리라 2의인이많아지면백

성이즐거워하고악인이권세를잡으면백성이탄식하

느니라 3지혜를사모하는자는아비를즐겁게하여도

창기를사귀는자는재물을없이하느니라 4왕은공의

로나라를견고케하나뇌물을억지로내게하는자는

나라를멸망시키느니라 5이웃에게아첨하는것은그

의발앞에그물을치는것이니라 6악인의범죄하는

것은스스로올무가되게하는것이나의인은노래하

고기뻐하느니라 7의인은가난한자의사정을알아주

나악인은알아줄지식이없느니라 8모만한자는성

읍을요란케하여도슬기로운자는노를그치게하느

니라 9지혜로운자와미련한자가다투면지혜로운자

가노하든지웃든지그다툼이그침이없느니라 10피

흘리기를좋아하는자는온전한자를미워하고정직한

자의생명을찾느니라 11어리석은자는그노를다드

러내어도지혜로운자는그노를억제하느니라 12관원

이거짓말을신청하면그하인은다악하니라 13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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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와포학한자가섞여살거니와여호와께서는그

들의눈에빛을주시느니라 14왕이가난한자를성실

히신원하면그위가영원히견고하리라 15채찍과꾸

지람이지혜를주거늘임의로하게버려두면그자식

은어미를욕되게하느니라 16악인이많아지면죄도

많아지나니의인은그들의망함을보리라 17네자식을

징계하라그리하면그가너를평안하게하겠고또네

마음에기쁨을주리라 18묵시가없으면백성이방자히

행하거니와율법을지키는자는복이있느니라 19종은

말로만하면고치지아니하나니이는그가알고도청

종치아니함이니라 20네가언어에조급한사람을보느

냐그보다미련한자에게오히려바랄것이있느니라

21종을어렸을때부터곱게양육하면그가나중에는

자식인체하리라 22노하는자는다툼을일으키고분하

여하는자는범죄함이많으니라 23사람이교만하면

낮아지게되겠고마음이겸손하면영예를얻으리라 24

도적과짝하는자는자기의영혼을미워하는자라그

는맹세함을들어도직고하지아니하느니라 25사람을

두려워하면올무에걸리게되거니와여호와를의지하

는자는안전하리라 26주권자에게은혜를구하는자가

많으나사람의일의작정은여호와께로말미암느니라

27불의한자는의인에게미움을받고정직한자는악

인에게미움을받느니라

30이말씀은야게의아들아굴의잠언이니그가이디

엘과우갈에게이른것이니라 2나는다른사람에게비

하면짐승이라내게는사람의총명이있지아니하니라

3나는지혜를배우지못하였고또거룩하신자를아는

지식이없거니와 4하늘에올라갔다가내려온자가누

구인지, 바람을그장중에모은자가누구인지, 물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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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싼자가누구인지, 땅의모든끝을정한자가누구인

지, 그이름이무엇인지, 그아들의이름이무엇인지너

는아느냐? 5하나님의말씀은다순전하며하나님은

그를의지하는자의방패시니라 6너는그말씀에더하

지말라그가너를책망하시겠고너는거짓말하는자

가될까두려우니라 7내가두가지일을주께구하였

사오니나의죽기전에주시옵소서 8곧허탄과거짓말

을내게서멀리하옵시며나로가난하게도마옵시고

부하게도마옵시고오직필요한양식으로내게먹이시

옵소서 9혹내가배불러서하나님을모른다여호와가

누구냐할까하오며혹내가가난하여도적질하고내

하나님의이름을욕되게할까두려워함이니이다 10너

는종을그상전에게훼방하지말라그가너를저주하

겠고너는죄책을당할까두려우니라 11아비를저주하

며어미를축복하지아니하는무리가있느니라 12스스

로깨끗한자로여기면서오히려그더러운것을씻지

아니하는무리가있느니라 13눈이심히높으며그눈

꺼풀이높이들린무리가있느니라 14앞니는장검같

고어금니는군도같아서가난한자를땅에서삼키며

궁핍한자를사람중에서삼키는무리가있느니라 15

거머리에게는두딸이있어다고, 다고하느니라족한

줄을알지못하여족하다하지아니하는것서넛이있

나니 16곧음부와아이배지못하는태와물로채울수

없는땅과족하다하지아니하는불이니라 (Sheol h7585)

17아비를조롱하며어미순종하기를싫어하는자의눈

은골짜기의까마귀에게쪼이고독수리새끼에게먹히

리라 18내가심히기이히여기고도깨닫지못하는것

서넛이있나니 19곧공중에날아다니는독수리의자

취와바다로지나다니는배의자취와남자가여자와



잠언 1241

함께한자취며 20음녀의자취도그러하니라그가먹

고그입을씻음같이말하기를내가악을행치아니하

였다하느니라 21세상을진동시키며세상으로견딜수

없게하는것서넛이있나니 22곧종이임금된것과미

련한자가배부른것과 23꺼림을받는계집이시집간

것과계집종이주모를이은것이니라 24땅에작고도

가장지혜로운것넷이있나니 25곧힘이없는종류로

되먹을것을여름에예비하는개미와 26약한종류로

되집을바위사이에짓는사반과 27임군이없으되다

떼를지어나아가는메뚜기와 28손에잡힐만하여도왕

궁에있는도마뱀이니라 29잘걸으며위풍있게다니

는것서넛이있나니 30곧짐승중에가장강하여아무

짐승앞에서도물러가지아니하는사자와 31사냥개와

수염소와및당할수없는왕이니라 32사냥개와수염

소와및당할수없는왕이니라 33대저젖을저으면뻐

터가되고코를비틀면피가나는것같이노를격동하

면다툼이남이니라

31르무엘왕의말씀한바곧그어머니가그를훈계한

잠언이라 2내아들아내가무엇을말할꼬내태에서

난아들아내가무엇을말할꼬서원대로얻은아들아

내가무엇을말할꼬 3네힘을여자들에게쓰지말며

왕들을멸망시키는일을행치말지어다 4르무엘아포

도주를마시는것이왕에게마땅치아니하고왕에게

마땅치아니하며독주를찾는것이주권자에게마땅치

않도다 5술을마시다가법을잊어버리고모든간곤한

백성에게공의를굽게할까두려우니라 6독주는죽게

된자에게,포도주는마음에근심하는자에게줄지어

다 7그는마시고빈궁한것을잊어버리겠고다시그

고통을기억지아니하리라 8너는벙어리와고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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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송사를위하여입을열지니라 9너는입을열어공

의로재판하여간곤한자와궁핍한자를신원할지니라

10누가현숙한여인을찾아얻겠느냐그값은진주보

다더하니라 11그런자의남편의마음은그를믿나니

산업이핍절치아니하겠으며 12그런자는살아있는

동안에그남편에게선을행하고악을행치아니하느니

라 13그는양털과삼을구하여부지런히손으로일하

며 14상고의배와같아서먼데서양식을가져오며 15

밤이새기전에일어나서그집사람에게식물을나눠

주며여종에게일을정하여맡기며 16밭을간품하여

사며그손으로번것을가지고포도원을심으며 17힘

으로허리를묶으며그팔을강하게하며 18자기의무

역하는것이이로운줄을깨닫고밤에등불을끄지아

니하고 19손으로솜뭉치를들고손가락으로가락을잡

으며 20그는간곤한자에게손을펴며궁핍한자를위

하여손을내밀며 21그집사람들은다홍색옷을입었

으므로눈이와도그는집사람을위하여두려워하지

아니하며 22그는자기를위하여아름다운방석을지으

며세마포와자색옷을입으며 23그남편은그땅의장

로로더불어성문에앉으며사람의아는바가되며 24

그는베로옷을지어팔며띠를만들어상고에게맡기

며 25능력과존귀로옷을삼고후일을웃으며 26입을

열어지혜를베풀며그혀로인애의법을말하며 27그

집안일을보살피고게을리얻은양식을먹지아니하

나니 28그자식들은일어나사례하며그남편은칭찬

하기를 29덕행있는여자가많으나그대는여러여자

보다뛰어난다하느니라 30고운것도거짓되고아름다

운것도헛되나오직여호와를경외하는여자는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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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받을것이라 31그손의열매가그에게로돌아갈것

이요그행한일을인하여성문에서칭찬을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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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서
1다윗의아들예루살렘왕전도자의말씀이라 2전도

자가가로되헛되고헛되며헛되고헛되니모든것이

헛되도다 3사람이해아래서수고하는모든수고가자

기에게무엇이유익한고 4한세대는가고한세대는

오되땅은영원히있도다 5해는떴다가지며그떴던

곳으로빨리돌아가고 6바람은남으로불다가북으로

돌이키며이리돌며저리돌아불던곳으로돌아가고 7

모든강물은다바다로흐르되바다를채우지못하며

어느곳으로흐르든지그리로연하여흐르느니라 8만

물의피곤함을사람이말로다할수없나니눈은보아

도족함이없고귀는들어도차지아니하는도다 9이미

있던것이후에다시있겠고이미한일을후에다시할

지라해아래는새것이없나니 10무엇을가리켜이르

기를보라이것이새것이라할것이있으랴오래전세

대에도이미있었느니라 11이전세대를기억함이없으

니장래세대도그후세대가기억함이없으리라 12나

전도자는예루살렘에서이스라엘왕이되어 13마음을

다하며지혜를써서하늘아래서행하는모든일을궁

구하며살핀즉이는괴로운것이니하나님이인생들에

게주사수고하게하신것이라 14내가해아래서행하

는모든일을본즉다헛되어바람을잡으려는것이로

다 15구부러진것을곧게할수없고이지러진것을셀

수없도다 16내가마음가운데말하여이르기를내가

큰지혜를많이얻었으므로나보다먼저예루살렘에

있던자보다낫다하였나니곧내마음이지혜와지식

을많이만나보았음이로다 17내가다시지혜를알고

자하며미친것과미련한것을알고자하여마음을썼

으나이것도바람을잡으려는것인줄을깨달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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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지혜가많으면번뇌도많으니지식을더하는자는

근심을더하느니라

2나는내마음에이르기를자, 내가시험적으로너를

즐겁게하리니너는낙을누리라하였으나본즉이것

도헛되도다 2내가웃음을논하여이르기를미친것이

라하였고희락을논하여이르기를저가무엇을하는

가하였노라 3내마음이궁구하기를내가어떻게하여

야내마음에지혜로다스림을받으면서술로내육신

을즐겁게할까또어떻게하여야어리석음을취하여

서천하인생의종신토록생활함에어떤것이쾌락인

지알까하여 4나의사업을크게하였노라내가나를

위하여집들을지으며포도원을심으며 5여러동산과

과원을만들고그가운데각종과목을심었으며 6수목

을기르는삼림에물주기위하여못을팠으며 7노비는

사기도하였고집에서나게도하였으며나보다먼저

예루살렘에있던모든자보다도소와양떼의소유를

많게하였으며 8은금과왕들의보배와여러도의보배

를쌓고또노래하는남녀와인생들의기뻐하는처와

첩들을많이두었노라 9내가이같이창성하여나보다

먼저예루살렘에있던모든자보다지나고내지혜도

내게여전하여 10무엇이든지내마음이즐거워하는것

을내가막지아니하였으니이는나의모든수고를내

마음이기뻐하였음이라이것이나의모든수고로말미

암아얻은분복이로다 11그후에본즉내손으로한모

든일과수고한모든수고가다헛되어바람을잡으려

는것이며해아래서무익한것이로다 12내가돌이켜

지혜와망령됨과어리석음을보았나니왕의뒤에오는

자는무슨일을행할꼬행한지오랜일일뿐이리라 13

내가보건대지혜가우매보다뛰어남이빛이어두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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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뛰어남같도다 14지혜자는눈이밝고우매자는어

두움에다니거니와이들의당하는일이일반인줄을

내가깨닫고 15심중에이르기를우매자의당한것을

나도당하리니내가심중에이르기를이것도헛되도다

16지혜자나우매자나영원토록기억함을얻지못하나

니후일에는다잊어버린지오랠것임이라오호라, 지

혜자의죽음이우매자의죽음과일반이로다 17이러므

로내가사는것을한하였노니이는해아래서하는일

이내게괴로움이요다헛되어바람을잡으려는것임

이로다 18내가해아래서나의수고한모든수고를한

하였노니이는내뒤를이을자에게끼치게됨이라 19

그사람이지혜자일지,우매자일지야누가알랴마는

내가해아래서내지혜를나타내어수고한모든결과

를저가다관리하리니이것도헛되도다 20이러므로

내가해아래서수고한모든수고에대하여도리어마

음으로실망케하였도다 21어떤사람은그지혜와지

식과재주를써서수고하였어도그얻은것을수고하

지아니한자에게업으로끼치리니이것도헛된것이

라큰해로다 22사람이해아래서수고하는모든수고

와마음에애쓰는것으로소득이무엇이랴 23일평생에

근심하며수고하는것이슬픔뿐이라그마음이밤에도

쉬지못하나니이것도헛되도다 24사람이먹고마시며

수고하는가운데서심령으로낙을누리게하는것보다

나은것이없나니내가이것도본즉하나님의손에서

나는것이로다 25먹고즐거워하는일에누가나보다

승하랴 26하나님이그기뻐하시는자에게는지혜와지

식과희락을주시나죄인에게는노고를주시고저로

모아쌓게하사하나님을기뻐하는자에게주게하시

나니이것도헛되어바람을잡으려는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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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하에범사가기한이있고모든목적이이룰때가

있나니 2날때가있고, 죽을때가있으며, 심을때가있

고, 심은것을뽑을때가있으며, 3죽일때가있고, 치

료시킬때가있으며, 헐때가있고, 세울때가있으며, 4

울때가있고, 웃을때가있으며, 슬퍼할때가있고, 춤

출때가있으며, 5돌을던져버릴때가있고, 돌을거둘

때가있으며,안을때가있고,안는일을멀리할때가

있으며, 6찾을때가있고, 잃을때가있으며, 지킬때가

있고,버릴때가있으며, 7찢을때가있고,꿰멜때가

있으며, 잠잠할때가있고, 말할때가있으며, 8사랑할

때가있고,미워할때가있으며,전쟁할때가있고,평

화할때가있느니라 9일하는자가그수고로말미암아

무슨이익이있으랴 10하나님이인생들에게노고를주

사애쓰게하신것을내가보았노라 11하나님이모든

것을지으시되때를따라아름답게하셨고또사람에

게영원을사모하는마음을주셨느니라그러나하나님

의하시는일의시종을사람으로측량할수없게하셨

도다 12사람이사는동안에기뻐하며선을행하는것

보다나은것이없는줄을내가알았고 13사람마다먹

고마시는것과수고함으로낙을누리는것이하나님

의선물인줄을또한알았도다 14무릇하나님의행하

시는것은영원히있을것이라더할수도없고덜할

수도없나니하나님이이같이행하심은사람으로그

앞에서경외하게하려하심인줄을내가알았도다 15

이제있는것이옛적에있었고장래에있을것도옛적

에있었나니하나님은이미지난것을다시찾으시느

니라 16내가해아래서또보건대재판하는곳에악이

있고공의를행하는곳에도악이있도다 17내가심중

에이르기를의인과악인을하나님이심판하시리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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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모든목적과모든일이이룰때가있음이라하였으

며 18내가심중에이르기를인생의일에대하여하나

님이저희를시험하시리니저희로자기가짐승보다다

름이없는줄을깨닫게하려하심이라하였노라 19인생

에게임하는일이일반이라다동일한호흡이있어서

이의죽음같이저도죽으니사람이짐승보다뛰어남이

없음은모든것이헛됨이로다 20다흙으로말미암았으

므로다흙으로돌아가나니다한곳으로가거니와 21

인생의혼은위로올라가고짐승의혼은아래곧땅으

로내려가는줄을누가알랴 22그러므로내소견에는

사람이자기일에즐거워하는것보다나은것이없나니

이는그의분복이라그신후사를보게하려고저를도

로데리고올자가누구이랴

4내가돌이켜해아래서행하는모든학대를보았도

다오호라학대받는자가눈물을흘리되저희에게위

로자가없도다저희를학대하는자의손에는권세가

있으나저희에게는위로자가없도다 2그러므로나는

살아있는산자보다죽은지오랜죽은자를복되다하

였으며 3이둘보다도출생하지아니하여해아래서행

하는악을보지못한자가더욱낫다하였노라 4내가

또본즉사람이모든수고와여러가지교묘한일로인

하여이웃에게시기를받으니이것도헛되어바람을

잡으려는것이로다 5우매자는손을거두고자기살을

먹느니라 6한손에만가득하고평온함이두손에가득

하고수고하며바람을잡으려는것보다나으니라 7내

가또돌이켜해아래서헛된것을보았도다 8어떤사

람은아들도없고형제도없으니아무도없이홀로있

으나수고하기를마지아니하며부를눈에족하게여

기지아니하면서도이르기를내가누구를위하여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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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내심령으로낙을누리지못하게하는고하나니

이것도헛되어무익한노고로다 9두사람이한사람보

다나음은저희가수고함으로좋은상을얻을것임이

라 10혹시저희가넘어지면하나가그동무를붙들어

일으키려니와홀로있어넘어지고붙들어일으킬자가

없는자에게는화가있으리라 11두사람이함께누우

면따뜻하거니와한사람이면어찌따뜻하랴 12한사

람이면패하겠거니와두사람이면능히당하나니삼겹

줄은쉽게끊어지지아니하느니라 13가난하여도지혜

로운소년은늙고둔하여간함을받을줄모르는왕보

다나으니 14저는그나라에서나면서가난한자로서

옥에서나와서왕이되었음이니라 15내가본즉해아

래서다니는인생들이왕의버금으로대신하여일어난

소년과함께있으매 16저희치리를받는백성들이무

수하였을지라도후에오는자들은저를기뻐하지아니

하리니이것도헛되어바람을잡으려는것이로다

5너는하나님의전에들어갈때에네발을삼갈지어

다가까이하여말씀을듣는것이우매자의제사드리

는것보다나으니저희는악을행하면서도깨닫지못

함이니라 2너는하나님앞에서함부로입을열지말며

급한마음으로말을내지말라하나님은하늘에계시

고너는땅에있음이니라그런즉마땅히말을적게할

것이라 3일이많으면꿈이생기고말이많으면우매자

의소리가나타나느니라 4네가하나님께서원하였거

든갚기를더디게말라하나님은우매자를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서원한것을갚으라 5서원하고갚지아

니하는것보다서원하지아니하는것이나으니 6네입

으로네육체를범죄케말라사자앞에서내가서원한

것이실수라고말하지말라어찌하나님으로네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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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진노하사네손으로한것을멸하시게하랴 7꿈

이많으면헛된것이많고말이많아도그러하니오직

너는하나님을경외할지니라 8너는어느도에서든지

빈민을학대하는것과공의를박멸하는것을볼지라도

그것을이상히여기지말라높은자보다더높은자가

감찰하고그들보다더높은자들이있음이니라 9땅의

이익은뭇사람을위하여있나니왕도밭의소산을받

느니라 10은을사랑하는자는은으로만족함이없고

풍부를사랑하는자는소득으로만족함이없나니이것

도헛되도다 11노동자는먹는것이많든지적든지잠

을달게자거니와부자는배부름으로자지못하느니라

12내가해아래서큰폐단되는것을보았나니곧소유

주가재물을자기에게해되도록지키는것이라 13그

재물이재난을인하여패하나니비록아들은낳았으나

그손에아무것도없느니라 14저가모태에서벌거벗

고나왔은즉그나온대로돌아가고수고하여얻은것

을아무것도손에가지고가지못하리니 15이것도폐

단이라어떻게왔든지그대로가리니바람을잡으려는

수고가저에게무엇이유익하랴 16일평생을어두운데

서먹으며번뇌와병과분노가저에게있느니라 17사

람이하나님의주신바그일평생에먹고마시며해아

래서수고하는모든수고중에서낙을누리는것이선

하고아름다움을내가보았나니이것이그의분복이로

다 18어떤사람에게든지하나님이재물과부요를주사

능히누리게하시며분복을받아수고함으로즐거워하

게하신것은하나님의선물이라 19저는그생명의날

을깊이관념치아니하리니이는하나님이저의마음

의기뻐하는것으로응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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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내가해아래서한가지폐단있는것을보았나니이

는사람에게중한것이라 2어떤사람은그심령의모

든소원에부족함이없어재물과부요와존귀를하나

님께받았으나능히누리게하심을얻지못하였으므로

다른사람이누리나니이것도헛되어악한병이로다 3

사람이비록일백자녀를낳고또장수하여사는날이

많을지라도그심령에낙이족하지못하고또그몸이

매장되지못하면나는이르기를낙태된자가저보다

낫다하노니 4낙태된자는헛되이왔다가어두운중에

가매그이름이어두움에덮이니 5햇빛을보지못하고

알지못하나이가저보다평안함이라 6저가비록천

년의갑절을산다할지라도낙을누리지못하면마침

내다한곳으로돌아가는것뿐이아니냐 7사람의수

고는다그입을위함이나그식욕은차지아니하느니

라 8지혜자가우매자보다나은것이무엇이뇨인생앞

에서행할줄아는가난한자는무엇이유익한고 9눈

으로보는것이심령의공상보다나으나이것도헛되

어바람을잡으려는것이로다 10이미있는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그이름이칭한바되었으며사람이무엇

인지도이미안바되었나니자기보다강한자와능히

다툴수없느니라 11헛된것을더하게하는많은일이

있나니사람에게무엇이유익하랴 12헛된생명의모든

날을그림자같이보내는일평생에사람에게무엇이낙

인지누가알며그신후에해아래서무슨일이있을것

을누가능히그에게고하리요

7아름다운이름이보배로운기름보다낫고죽는날이

출생하는날보다나으며 2초상집에가는것이잔치집

에가는것보다나으니모든사람의결국이이와같이

됨이라산자가이것에유심하리로다 3슬픔이웃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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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음은얼굴에근심함으로마음이좋게됨이니라 4

지혜자의마음은초상집에있으되우매자의마음은연

락하는집에있느니라 5사람이지혜자의책망을듣는

것이우매자의노래를듣는것보다나으니라 6우매자

의웃음소리는솥밑에서가시나무의타는소리같으

니이것도헛되니라 7탐학이지혜자를우매하게하고

뇌물이사람의명철을망케하느니라 8일의끝이시작

보다낫고참는마음이교만한마음보다나으니 9급한

마음으로노를발하지말라노는우매자의품에머무

름이니라 10옛날이오늘보다나은것이어찜이냐하지

말라이렇게묻는것이지혜가아니니라 11지혜는유

업같이아름답고햇빛을보는자에게유익하도다 12지

혜도보호하는것이되고돈도보호하는것이되나지

식이더욱아름다움은지혜는지혜얻은자의생명을

보존함이니라 13하나님의행하시는일을보라하나님

이굽게하신것을누가능히곧게하겠느냐 14형통한

날에는기뻐하고곤고한날에는생각하라하나님이이

두가지를병행하게하사사람으로그장래일을능히

헤아려알지못하게하셨느니라 15내가내헛된날에

이모든일을본즉자기의의로운중에서멸망하는의

인이있고자기의악행중에서장수하는악인이있으

니 16지나치게의인이되지말며지나치게지혜자도

되지말라어찌하여스스로패망케하겠느냐 17지나치

게악인이되지말며우매자도되지말라어찌하여기

한전에죽으려느냐 18너는이것을잡으며저것을놓

지마는것이좋으니하나님을경외하는자는이모든

일에서벗어날것임이니라 19지혜가지혜자로성읍가

운데열유사보다능력이있게하느니라 20선을행하

고죄를범치아니하는의인은세상에아주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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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무릇사람의말을들으려고마음을두지말라염려

컨대네종이너를저주하는것을들으리라 22너도가

끔사람을저주한것을네마음이아느니라 23내가이

모든것을지혜로시험하며스스로이르기를내가지

혜자가되리라하였으나지혜가나를멀리하였도다 24

무릇된것이멀고깊고깊도다누가능히통달하랴 25

내가돌이켜전심으로지혜와명철을살피고궁구하여

악한것이어리석은것이요어리석은것이미친것인

줄을알고자하였더니 26내가깨달은즉마음이올무와

그물같고손이포승같은여인은사망보다독한자라

하나님을기뻐하는자는저를피하려니와죄인은저에

게잡히리로다 27전도자가가로되내가낱낱이살펴

그이치를궁구하여이것을깨달았노라 28내마음에

찾아도아직얻지못한것이이것이라일천남자중에

서하나를얻었거니와일천여인중에서는하나도얻

지못하였느니라 29나의깨달은것이이것이라곧하

나님이사람을정직하게지으셨으나사람은많은꾀를

낸것이니라

8지혜자와같은자누구며사리의해석을아는자누

구냐사람의지혜는그사람의얼굴에광채가나게하

나니그얼굴의사나운것이변하느니라 2내가권하노

니왕의명령을지키라이미하나님을가리켜맹세하

였음이니라 3왕앞에서물러가기를급거히말며악한

것을일삼지말라왕은그하고자하는것을다행함이

니라 4왕의말은권능이있나니누가이르기를왕께서

무엇을하시나이까할수있으랴 5무릇명령을지키는

자는화를모르리라지혜자의마음은시기와판단을

분변하나니 6무론무슨일에든지시기와판단이있으

므로사람에게임하는화가심함이니라 7사람이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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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알지못하나니장래일을가르칠자가누구이랴 8

생기를주장하여생기로머무르게할사람도없고죽는

날을주장할자도없고전쟁할때에모면할자도없으

며악이행악자를건져낼수도없느니라 9내가이런

것들을다보고마음을다하여해아래서행하는모든

일을살핀즉사람이사람을주장하여해롭게하는때

가있으며 10내가본즉악인은장사지낸바되어무덤

에들어갔고선을행한자는거룩한곳에서떠나성읍

사람의잊어버린바되었으니이것도헛되도다 11악한

일에징벌이속히실행되지않으므로인생들이악을

행하기에마음이담대하도다 12죄인이백번악을행하

고도장수하거니와내가정녕히아노니하나님을경외

하여그앞에서경외하는자가잘될것이요 13악인은

잘되지못하며장수하지못하고그날이그림자와같

으리니이는하나님앞에경외하지아니함이니라 14세

상에행하는헛된일이있나니곧악인의행위대로받

는의인도있고의인의행위대로받는악인도있는것

이라내가이르노니이것도헛되도다 15이에내가희

락을칭찬하노니이는사람이먹고마시고즐거워하는

것보다해아래서나은것이없음이라하나님이사람

으로해아래서살게하신날동안수고하는중에이것

이항상함께있을것이니라 16내가마음을다하여지

혜를알고자하며세상에서하는노고를보고자하는

동시에 (밤낮으로자지못하는자도있도다) 17하나님

의모든행사를살펴보니해아래서하시는일을사람

이능히깨달을수없도다사람이아무리애써궁구할

지라도능히깨닫지못하나니비록지혜자가아노라

할지라도능히깨닫지못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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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내가마음을다하여이모든일을궁구하며살펴본

즉의인과지혜자나그들의행하는일이나다하나님

의손에있으니사랑을받을는지미움을받을는지사

람이알지못하는것은모두그미래임이니라 2모든

사람에게임하는모든것이일반이라의인과악인이며

선하고깨끗한자와깨끗지않은자며제사를드리는

자와제사를드리지아니하는자의결국이일반이니

선인과죄인이며맹세하는자와맹세하기를무서워하

는자가일반이로다 3모든사람의결국이일반인그것

은해아래서모든일중에악한것이니곧인생의마음

에악이가득하여평생에미친마음을품다가후에는

죽은자에게로돌아가는것이라 4모든산자중에참

예한자가소망이있음은산개가죽은사자보다나음

이니라 5무릇산자는죽을줄을알되죽은자는아무

것도모르며다시는상도받지못하는것은그이름이

잊어버린바됨이라 6그사랑함과미워함과시기함이

없어진지오래니해아래서행하는모든일에저희가

다시는영영히분복이없느니라 7너는가서기쁨으로

네식물을먹고즐거운마음으로네포도주를마실지

어다이는하나님이너의하는일을벌써기쁘게받으

셨음이니라 8네의복을항상희게하며네머리에향

기름을그치지않게할지니라 9네헛된평생의모든

날곧하나님이해아래서네게주신모든헛된날에사

랑하는아내와함께즐겁게살지어다이는네가일평

생에해아래서수고하고얻은분복이니라 10무릇네

손이일을당하는대로힘을다하여할찌어다네가장

차들어갈음부에는일도없고계획도없고지식도없

고지혜도없음이니라 (Sheol h7585) 11내가돌이켜해아

래서보니빠른경주자라고선착하는것이아니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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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라고전쟁에승리하는것이아니며지혜자라고식

물을얻는것이아니며명철자라고재물을얻는것이

아니며기능자라고은총을입는것이아니니이는시

기와우연이이모든자에게임함이라 12대저사람은

자기의시기를알지못하나니물고기가재앙의그물에

걸리고새가올무에걸림같이인생도재앙의날이홀

연히임하면거기걸리느니라 13내가또해아래서지

혜를보고크게여긴것이이러하니 14곧어떤작고인

구가많지않은성읍에큰임금이와서에워싸고큰흉

벽을쌓고치고자할때에 15그성읍가운데가난한지

혜자가있어서그지혜로그성읍을건진것이라그러

나이가난한자를기억하는사람이없었도다 16그러

므로내가이르기를지혜가힘보다낫다마는가난한

자의지혜가멸시를받고그말이신청되지아니한다

하였노라 17종용히들리는지혜자의말이우매자의어

른의호령보다나으니라 18지혜가병기보다나으니라

그러나한죄인이많은선을패궤케하느니라

10죽은파리가향기름으로악취가나게하는것같이

적은우매가지혜와존귀로패하게하느니라 2지혜자

의마음은오른편에있고우매자의마음은왼편에있

느니라 3우매자는길에행할때에도지혜가결핍하여

각사람에게자기의우매한것을말하느니라 4주권자

가네게분을일으키거든너는네자리를떠나지말라

공순이큰허물을경하게하느니라 5내가해아래서

한가지폐단곧주권자에게서나는허물인듯한것을

보았노니 6우매자가크게높은지위를얻고부자가낮

은지위에앉는도다 7또보았노니종들은말을타고

방백들은종처럼땅에걸어다니는도다 8함정을파는

자는거기빠질것이요담을허는자는뱀에게물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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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돌을떠내는자는그로인하여상할것이요나무

를쪼개는자는그로인하여위험을당하리라 10무딘

철연장날을갈지아니하면힘이더드느니라오직지

혜는성공하기에유익하니라 11방술을베풀기전에뱀

에게물렸으면술객은무용하니라 12지혜자의입의말

은은혜로우나우매자의입술은자기를삼키나니 13그

입의말의시작은우매요끝은광패니라 14우매자는

말을많이하거니와사람이장래일을알지못하나니

신후사를알게할자가누구이냐 15우매자들의수고는

제각기곤하게할뿐이라저희는성읍에들어갈줄도

알지못함이니라 16왕은어리고대신들은아침에연락

하는이나라여화가있도다 17왕은귀족의아들이요

대신들은취하려함이아니라기력을보하려고마땅한

때에먹는이나라여복이있도다 18게으른즉석가래

가퇴락하고손이풀어진즉집이새느니라 19잔치는

희락을위하여베푸는것이요포도주는생명을기쁘게

하는것이나돈은범사에응용되느니라 20심중에라도

왕을저주하지말며침방에서라도부자를저주하지말

라공중의새가그소리를전하고날짐승이그일을전

파할것임이니라

11너는네식물을물위에던지라여러날후에도로

찾으리라 2일곱에게나여덟에게나눠줄지어다무슨

재앙이땅에임할는지네가알지못함이니라 3구름에

비가가득하면땅에쏟아지며나무가남으로나북으로

나쓰러지면그쓰러진곳에그냥있으리라 4풍세를

살펴보는자는파종하지아니할것이요구름을바라보

는자는거두지아니하리라 5바람의길이어떠함과아

이밴자의태에서뼈가어떻게자라는것을네가알지

못함같이만사를성취하시는하나님의일을네가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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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느니라 6너는아침에씨를뿌리고저녁에도손을

거두지말라이것이잘될는지,저것이잘될는지,혹

둘이다잘될는지알지못함이니라 7빛은실로아름

다운것이라눈으로해를보는것이즐거운일이로다 8

사람이여러해를살면항상즐거워할지로다그러나

캄캄한날이많으리니그날을생각할지로다장래일

은다헛되도다 9청년이여네어린때를즐거워하며

네청년의날을마음에기뻐하여마음에원하는길과

네눈이보는대로좇아행하라그러나하나님이이모

든일로인하여너를심판하실줄알라 10그런즉근심

으로네마음에서떠나게하며악으로네몸에서물러

가게하라어릴때와청년의때가다헛되니라

12너는청년의때곧곤고한날이이르기전, 나는아

무낙이없다고할해가가깝기전에너의창조자를기

억하라 2해와빛과달과별들이어둡기전에비뒤에

구름이다시일어나기전에그리하라 3그런날에는집

을지키는자들이떨것이며힘있는자들이구부러질

것이며맷돌질하는자들이적으므로그칠것이며창

들로내어다보는자가어두워질것이며 4길거리문들

이닫혀질것이며맷돌소리가적어질것이며새의소

리를인하여일어날것이며음악하는여자들은다쇠

하여질것이며 5그런자들은높은곳을두려워할것이

며길에서는놀랄것이며살구나무가꽃이필것이며

메뚜기도짐이될것이며원욕이그치리니이는사람

이자기영원한집으로돌아가고조문자들이거리로

왕래하게됨이라 6은줄이풀리고금그릇이깨어지고

항아리가샘곁에서깨어지고바퀴가우물위에서깨

어지고 7흙은여전히땅으로돌아가고신은그주신

하나님께로돌아가기전에기억하라 8전도자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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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헛되고헛되도다모든것이헛되도다 9전도자가지

혜로움으로여전히백성에게지식을가르쳤고또묵상

하고궁구하여잠언을많이지었으며 10전도자가힘써

아름다운말을구하였나니기록한것은정직하여진리

의말씀이니라 11지혜자의말씀은찌르는채찍같고회

중의스승의말씀은잘박힌못같으니다한목자의주

신바니라 12내아들아또경계를받으라여러책을짓

는것은끝이없고많이공부하는것은몸을피곤케하

느니라 13일의결국을다들었으니하나님을경외하고

그명령을지킬지어다이것이사람의본분이니라 14하

나님은모든행위와모든은밀한일을선악간에심판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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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1솔로몬의아가라 2내게입맞추기를원하니네사랑

이포도주보다나음이로구나 3네기름이향기로와아

름답고네이름이쏟은향기름같으므로처녀들이너

를사랑하는구나 4왕이나를침궁으로이끌어들이시

니너는나를인도하라우리가너를따라달려가리라

우리가너를인하여기뻐하며즐거워하니네사랑이

포도주에서지남이라처녀들이너를사랑함이마땅하

니라 5예루살렘여자들아! 내가비록검으나아름다우

니게달의장막같을지라도솔로몬의휘장과도같구나

6내가일광에쬐어서거무스름할지라도흘겨보지말

것은내어미의아들들이나를노하여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나의포도원은내가지키지못하였구나 7

내마음에사랑하는자야! 너의양떼먹이는곳과오정

에쉬게하는곳을내게고하라내가네동무양떼곁에

서어찌얼굴을가리운자같이되랴 8여인중에어여

쁜자야!네가알지못하겠거든양떼의발자취를따라

목자들의장막곁에서너의염소새끼를먹일지니라 9

내사랑아내가너를바로의병거의준마에비하였구

나 10네두뺨은땋은머리털로, 네목은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1우리가너를위하여금사슬을은을박아

만들리라 12왕이상에앉았을때에나의나도기름이

향기를토하였구나 13나의사랑하는자는내품가운

데몰약향낭이요 14나의사랑하는자는내게엔게디

포도원의고벨화송이로구나 15내사랑아! 너는어여

쁘고, 어여쁘다네눈이비둘기같구나 16나의사랑하

는자야!너는어여쁘고화창하다우리의침상은푸르

고 17우리집은백향목들보, 잣나무석가래로구나



아가 1261

2나는사론의수선화요골짜기의백합화로구나 2여

자들중에내사랑은가시나무가운데백합화같구나 3

남자들중에나의사랑하는자는수풀가운데사과나

무같구나내가그그늘에앉아서심히기뻐하였고그

실과는내입에달았구나 4그가나를인도하여잔치집

에들어갔으니그사랑이내위에기로구나 5너희는

건포도로내힘을돕고사과로나를시원케하라내가

사랑하므로병이났음이니라 6그가왼손으로내머리

에베게하고오른손으로나를안는구나 7예루살렘여

자들아내가노루와들사슴으로너희에게부탁한다내

사랑이원하기전에는흔들지말고깨우지말지니라 8

나의사랑하는자의목소리로구나보라,그가산에서

달리고작은산을빨리넘어오는구나 9나의사랑하는

자는노루와도같고어린사슴과도같아서우리벽뒤

에서서창으로들여다보며창살틈으로엿보는구나

10나의사랑하는자가내게말하여이르기를나의사

랑, 나의어여쁜자야! 일어나서함께가자 11겨울도지

나고비도그쳤고 12지면에는꽃이피고새의노래할

때가이르렀는데반구의소리가우리땅에들리는구나

13무화과나무에는푸른열매가익었고포도나무는꽃

이피어향기를토하는구나나의사랑나의어여쁜자

야일어나서함께가자 14바위틈낭떠러지은밀한속

에있는나의비둘기야,나로네얼굴을보게하라네

소리를듣게하라네소리는부드럽고네얼굴은아름

답구나 15우리를위하여여우곧포도원을허는작은

여우를잡으라! 우리의포도원에꽃이피었음이니라 16

나의사랑하는자는내게속하였고, 나는그에게속하

였구나그가백합화가운데서양떼를먹이는구나 17나



아가 1262

의사랑하는자야! 날이기울고그림자가갈때에돌아

와서베데르산에서의노루와어린사슴같아여라

3내가밤에침상에서마음에사랑하는자를찾았구나

찾아도발견치못하였구나 2이에내가일어나서성중

으로돌아다니며마음에사랑하는자를거리에서나큰

길에서나찾으리라하고찾으나만나지못하였구나 3

성중의행순하는자들을만나서묻기를내마음에사

랑하는자를너희가보았느냐하고 4그들을떠나자마

자마음에사랑하는자를만나서그를붙잡고내어미

집으로, 나를잉태한자의방으로가기까지놓지아니

하였노라 5예루살렘여자들아! 내가노루와들사슴으

로너희에게부탁한다사랑하는자가원하기전에는

흔들지말고깨우지말지니라 6연기기둥과도같고몰

약과유향과장사의여러가지향품으로향기롭게도하

고거친들에서오는자가누구인고 7이는솔로몬의

연이라이스라엘용사중육십인이옹위하였는데 8다

칼을잡고싸움에익숙한사람들이라밤의두려움을

인하여각기허리에칼을찼느니라 9솔로몬왕이레바

논나무로자기의연을만들었는데 10그기둥은은이

요바닥은금이요자리는자색담이라그안에는예루

살렘여자들의사랑이입혔구나 11시온의여자들아!

나와서솔로몬왕을보라혼인날마음이기쁠때에그

모친의씌운면류관이그머리에있구나

4내사랑, 너는어여쁘고도어여쁘다너울속에있는

네눈이비둘기같고네머리털은길르앗산기슭에누

운무리염소같구나 2네이는목욕장에서나온털깎

인암양곧새끼없는것은하나도없이각각쌍태를낳

은양같구나 3네입술은홍색실같고네입은어여쁘

고너울속의네뺨은석류한쪽같구나 4네목은군기



아가 1263

를두려고건축한다윗의망대곧, 일천방패용사의모

든방패가달린망대같고 5네두유방은백합화가운

데서꼴을먹는쌍태노루새끼같구나 6날이기울고

그림자가갈때에내가몰약산과유향의작은산으로

가리라 7나의사랑,너는순전히어여뻐서아무흠이

없구나 8나의신부야! 너는레바논에서부터나와함께

하고레바논에서부터나와함께가자아마나와스닐과

헤르몬꼭대기에서사자굴과표범산에서내려다보아

라 9나의누이, 나의신부야! 네가내마음을빼앗았구

나네눈으로한번보는것과네목의구슬한꿰미로

내마음을빼앗았구나 10나의누이, 나의신부야! 네사

랑이어찌그리아름다운지네사랑은포도주에지나

고네기름의향기는각양향품보다승하구나 11내신

부야! 네입술에서는꿀방울이떨어지고네혀밑에는

꿀과젖이있고네의복의향기는레바논의향기같구

나 12나의누이, 나의신부는잠근동산이요덮은우물

이요봉한샘이로구나 13네게서나는것은석류나무와

각종아름다운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14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유향목과, 몰약과, 침

향과, 모든귀한향품이요 15너는동산의샘이요, 생수

의우물이요,레바논에서부터흐르는시내로구나 16북

풍아, 일어나라남풍아, 오라나의동산에불어서향기

를날리라나의사랑하는자가그동산에들어가서그

아름다운실과먹기를원하노라

5나의누이, 나의신부야! 내가내동산에들어와서나

의몰약과향재료를거두고나의꿀송이와꿀을먹고

내포도주와내젖을마셨으니나의친구들아먹으라

나의사랑하는사람들아! 마시고많이마시라 2내가

잘지라도마음은깨었는데나의사랑하는자의소리가



아가 1264

들리는구나문을두드려이르기를나의누이, 나의사

랑, 나의비둘기, 나의완전한자야문열어다고내머

리에는이슬이,내머리털에는밤이슬이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내가옷을벗었으니어찌다시입겠으며내

가발을씻었으니어찌다시더럽히랴마는 4나의사랑

하는자가문틈으로손을들이밀매내마음이동하여

서 5일어나서나의사랑하는자위하여문을열때몰

약이내손에서몰약의즙이내손가락에서문빗장에

듣는구나 6내가나의사랑하는자위하여문을열었으

나그가벌써물러갔네그가말할때에내혼이나갔구

나내가그를찾아도못만났고불러도응답이없었구

나 7성중에서행순하는자들이나를만나매나를쳐서

상하게하였고성벽을파수하는자들이나의웃옷을

벗겨취하였구나 8예루살렘여자들아너희에게내가

부탁한다너희가나의사랑하는자를만나거든내가

사랑하므로병이났다고하려무나 9여자중극히어여

쁜자야, 너의사랑하는자가남의사랑하는자보다나

은것이무엇인가너의사랑하는자가남의사랑하는

자보다나은것이무엇이기에이같이우리에게부탁

하는가 10나의사랑하는자는희고도붉어만사람에

뛰어난다 11머리는정금같고머리털은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검구나 12눈은시냇가의비둘기같은데

젖으로씻은듯하고아름답게도박혔구나 13뺨은향기

로운꽃밭같고향기로운풀언덕과도같고입술은백

합화같고몰약의즙이뚝뚝떨어진다 14손은황옥을

물린황금노리개같고몸은아로새긴상아에청옥을

입힌듯하구나 15다리는정금받침에세운화반석기

둥같고형상은레바논같고백향목처럼보기좋고 16



아가 1265

입은심히다니그전체가사랑스럽구나예루살렘여

자들아! 이는나의사랑하는자요나의친구일다

6여자중극히어여쁜자야너의사랑하는자가어디

로갔는가너의사랑하는자가어디로돌이켰는가우

리가너와함께찾으리라 2나의사랑하는자가자기

동산으로내려가향기로운꽃밭에이르러서동산가운

데서양떼를먹이며백합화를꺾는구나 3나는나의사

랑하는자에게속하였고나의사랑하는자는내게속

하였다그가백합화가운데서그양떼를먹이는구나 4

내사랑아! 너의어여쁨이디르사같고너의고움이예

루살렘같고엄위함이기치를벌인군대같구나 5네

눈이나를놀래니돌이켜나를보지말라네머리털은

길르앗산기슭에누운염소떼같고 6네이는목욕장

에서나온암양떼곧새끼없는것은하나도없이각각

쌍태를낳은양같고 7너울속의너의뺨은석류한쪽

같구나 8왕후가육십이요비빈이팔십이요시녀가무

수하되 9나의비둘기,나의완전한자는하나뿐이로

구나그는그어미의외딸이요그낳은자의귀중히여

기는자로구나여자들이그를보고복된자라하고왕

후와비빈들도그를칭찬하는구나 10아침빛같이뚜렷

하고달같이아름답고해같이맑고기치를벌인군대

같이엄위한여자가누구인가 11골짜기의푸른초목을

보려고포도나무가순이났는가석류나무가꽃이피었

는가알려고내가호도동산으로내려갔을때에 12부

지중에내마음이나로내귀한백성의수레가운데이

르게하였구나 13돌아오고돌아오라술람미여자야돌

아오고돌아오라우리로너를보게하라

7귀한자의딸아! 신을신은네발이어찌그리아름다

운가네넓적다리는둥글어서공교한장색의만든구



아가 1266

슬꿰미같구나 2배꼽은섞은포도주를가득히부은

둥근잔같고허리는백합화로두른밀단같구나 3두

유방은암사슴의쌍태새끼같고 4목은상아망대같

구나눈은헤스본바드랍빔문곁의못같고코는다메

섹을향한레바논망대같구나 5머리는갈멜산같고

드리운머리털은자주빛이있으니왕이그머리카락

에매이었구나 6사랑아,네가어찌그리아름다운지,

어찌그리화창한지쾌락하게하는구나 7네키는종려

나무같고네유방은그열매송이같구나 8내가말하

기를종려나무에올라가서그가지를잡으리라하였나

니네유방은포도송이같고네콧김은사과냄새같고

9네입은좋은포도주같을것이니라이포도주는나의

사랑하는자를위하여미끄럽게흘러내려서자는자

의입으로움직이게하느니라 10나는나의사랑하는

자에게속하였구나그가나를사모하는구나 11나의사

랑하는자야!우리가함께들로가서동네에서유숙하

자 12우리가일찌기일어나서포도원으로가서포도

움이돋았는지꽃술이퍼졌는지석류꽃이피었는지보

자거기서내가나의사랑을네게주리라 13합환채가

향기를토하고우리의문앞에는각양귀한실과가새

것, 묵은것이구비하였구나내가나의사랑하는자너

를위하여쌓아둔것이로구나

8네가내어미의젖을먹은오라비같았었더면내가

밖에서너를만날때에입을맞추어도나를업신여길

자가없었을것이라 2내가너를이끌어내어미집에

들이고네게서교훈을받았으리라나는향기로운술

곧석류즙으로네게마시웠겠고 3너는왼손으론내머

리에베게하고오른손으론나를안았었으리라 4예루

살렘여자들아! 내가너희에게부탁한다나의사랑하



아가 1267

는자가원하기전에는흔들지말며깨우지말지니라 5

그사랑하는자를의지하고거친들에서올라오는여

자가누구인고너를인하여네어미가신고한, 너를낳

은자가애쓴그곳사과나무아래서내가너를깨웠노

라 6너는나를인같이마음에품고도장같이팔에두

라사랑은죽음같이강하고투기는음부같이잔혹하

며불같이일어나니그기세가여호와의불과같으니

라 (Sheol h7585) 7이사랑은많은물이꺼치지못하겠고

홍수라도엄몰하지못하나니사람이그온가산을다

주고사랑과바꾸려할지라도오히려멸시를받으리라

8우리에게있는작은누이는아직도유방이없구나그

가청혼함을받는날에는우리가그를위하여무엇을

할꼬 9그가성벽일진대우리는은망대를그위에세

울것이요그가문일진대우리는백향목판자로두르

리라 10나는성벽이요나의유방은망대같으니그러

므로나는그의보기에화평을얻은자같구나 11솔로

몬이바알하몬에포도원이있어지키는자들에게맡겨

두고그들로각기그실과를인하여서은일천을바치

게하였구나 12솔로몬너는일천을얻겠고실과지키

는자도이백을얻으려니와내게속한내포도원은내

앞에있구나 13너동산에거한자야동무들이네소리

에귀를기울이니나로듣게하려무나 14나의사랑하

는자야!너는빨리달리라향기로운산들에서노루와

도같고어린사슴과도같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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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유다왕웃시야와요담과아하스와히스기야시대에

아모스의아들이사야가유다와예루살렘에대하여본

이상이라 2하늘이여! 들으라땅이여! 귀를기울이라

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내가자식을양육하였거늘

그들이나를거역하였도다 3소는그임자를알고나귀

는주인의구유를알건마는이스라엘은알지못하고

나의백성은깨닫지못하는도다하셨도다 4슬프다, 범

죄한나라요허물진백성이요행악의종자요행위가

부패한자식이로다그들이여호와를버리며이스라엘

의거룩한자를만홀히여겨멀리하고물러갔도다 5너

희가어찌하여매를더맞으려고더욱더욱패역하느

냐?온머리는병들었고온마음은피곤하였으며 6발

바닥에서머리까지성한곳이없이상한것과터진것

과새로맞은흔적뿐이어늘그것을짜며싸매며기름

으로유하게함을받지못하였도다 7너희땅은황무하

였고너희성읍들은불에탔고너희토지는너희목전

에이방인에게삼키웠으며이방인에게파괴됨같이황

무하였고 8딸시온은포도원의망대같이,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성읍같이겨우남았도다 9만군

의여호와께서우리를위하여조금남겨두지아니하

셨더면우리가소돔같고고모라같았었으리로다 10너

희소돔의관원들아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너희

고모라의백성아우리하나님의법에귀를기울일지어

다 11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너희의무수한제물이내

게무엇이유익하뇨나는수양의번제와살진짐승의

기름에배불렀고나는수송아지나어린양이나수염소

의피를기뻐하지아니하노라 12너희가내앞에보이

러오니그것을누가너희에게요구하였느뇨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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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밟을뿐이니라 13헛된제물을다시가져오지말라

분향은나의가증히여기는바요월삭과안식일과대

회로모이는것도그러하니성회와아울러악을행하

는것을내가견디지못하겠노라 14내마음이너희의

월삭과정한절기를싫어하나니그것이내게무거운

짐이라내가지기에곤비하였느니라 15너희가손을펼

때에내가눈을가리우고너희가많이기도할지라도

내가듣지아니하리니이는너희의손에피가가득함

이니라 16너희는스스로씻으며스스로깨끗케하여

내목전에서너희악업을버리며악행을그치고 17선

행을배우며공의를구하며학대받는자를도와주며

고아를위하여신원하며과부를위하여변호하라하셨

느니라 18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서로

변론하자너희죄가주홍같을지라도눈과같이희어

질것이요진홍같이붉을지라도양털같이되리라 19

너희가즐겨순종하면땅의아름다운소산을먹을것

이요 20너희가거절하여배반하면칼에삼키우리라여

호와의입의말씀이니라 21신실하던성읍이어찌하여

창기가되었는고공평이거기충만하였고의리가그

가운데거하였었더니이제는살인자들뿐이었도다 22

네은은찌끼가되었고너의포도주에는물이섞였도

다 23네방백들은패역하여도적과짝하며다뇌물을

사랑하며사례물을구하며고아를위하여신원치아니

하며과부의송사를수리치아니하는도다 24그러므로

주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전능자가말씀하시되슬

프다내가장차내대적에게보응하여내마음을편케

하겠고내원수에게보수하겠으며 25내가또나의손

을네게돌려너의찌끼를온전히청결하여버리며너

의혼잡물을다제하여버리고 26내가너의사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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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과같이너의모사들을본래와같이회복할것이

라그리한후에야네가의의성읍이라, 신실한고을이

라칭함이되리라하셨나니 27시온은공평으로구속이

되고그귀정한자는의로구속이되리라 28그러나패

역한자와죄인은함께패망하고여호와를버린자도

멸망할것이라 29너희가너희의기뻐하던상수리나무

로인하여부끄러움을당할것이요너희가너희의택

한동산으로인하여수치를당할것이며 30너희는잎

사귀마른상수리나무같을것이요물없는동산같으

리니 31강한자는삼오라기같고그의행위는불티같

아서함께탈것이나끌사람이없으리라

2아모스의아들이사야가받은바유다와예루살렘에

관한말씀이라 2말일에여호와의전의산이모든산

꼭대기에굳게설것이요모든작은산위에뛰어나리

니만방이그리로모여들것이라 3많은백성이가며

이르기를오라우리가여호와의산에오르며야곱의

하나님의전에이르자그가그도로우리에게가르치

실것이라우리가그길로행하리라하리니이는율법

이시온에서부터나올것이요여호와의말씀이예루살

렘에서부터나올것임이니라 4그가열방사이에판단

하시며많은백성을판결하시리니무리가그칼을쳐

서보습을만들고그창을쳐서낫을만들것이며이나

라와저나라가다시는칼을들고서로치지아니하며

다시는전쟁을연습지아니하리라 5야곱족속아오라!

우리가여호와의빛에행하자 6주께서주의백성야곱

족속을버리셨음은그들에게동방풍속이가득하며그

들이블레셋사람같이술객이되며이방인으로더불어

손을잡아언약하였음이라 7그땅에는은금이가득하

고보화가무한하며그땅에는마필이가득하고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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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수하며 8그땅에는우상도가득하므로그들이자

기손으로짓고자기손가락으로만든것을공경하여 9

천한자도절하며귀한자도굴복하오니그들을용서

하지마옵소서 10너희는바위틈에들어가며진토에

숨어여호와의위엄과그광대하심의영광을피하라 11

그날에눈이높은자가낮아지며교만한자가굴복되

고여호와께서홀로높임을받으시리라 12대저만군의

여호와의한날이모든교만자와거만자와자고한자

에게임하여그들로낮아지게하고 13또레바논의높

고높은모든백향목과바산의모든상수리나무와 14

모든높은산과모든솟아오른작은산과 15모든높은

망대와견고한성벽과 16다시스의모든배와모든아

름다운조각물에임하리니 17그날에자고한자는굴

복되며교만한자는낮아지고여호와께서홀로높임을

받으실것이요 18우상들은온전히없어질것이며 19

사람들이암혈과토굴로들어가서여호와께서일어나

사땅을진동시키는그의위엄과그광대하심의영광

을피할것이라 20사람이숭배하려고만들었던그은

우상과금우상을그날에두더쥐와박쥐에게던지고

21암혈과험악한바위틈에들어가서여호와께서일어

나사땅을진동시키시는그의위엄과그광대하심의

영광을피하리라 22너희는인생을의지하지말라그의

호흡은코에있나니수에칠가치가어디있느뇨

3보라, 주만군의여호와께서예루살렘과유다의의

뢰하며의지하는것을제하여버리시되곧그의뢰하

는모든양식과그의뢰하는모든물과 2용사와, 전사

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오십부장

과,귀인과,모사와,공교한장인과,능란한요술자를

그리하실것이며 4그가또아이들로그들의방백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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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며적자들로그들을다스리게하시리니 5백성이

서로학대하며각기이웃을잔해하며아이가노인에게

비천한자가존귀한자에게교만할것이며 6혹시사람

이그아비의집에서그형제를붙잡고말하기를너는

의복이오히려있으니우리관장이되어이멸망을네

수하에두라할것이면 7그날에그가소리를높여이

르기를나는고치는자가되지않겠노라내집에는양

식도없고의복도없으니너희는나로백성의관장을

삼지말라하리라 8예루살렘이멸망하였고유다가엎

드러졌음은그들의언어와행위가여호와를거스려서

그영광의눈을촉범하였음이라 9그들의안색이스스

로증거하며그죄를발표하고숨기지아니함이소돔

과같으니그들의영혼에화가있을진저그들이재앙

을자취하였도다 10너희는의인에게복이있으리라말

하라그들은그행위의열매를먹을것임이요 11악인

에게는화가있으리니화가있을것은그손으로행한

대로보응을받을것임이니라 12내백성을학대하는

자는아이요, 관할하는자는부녀라나의백성이여! 너

의인도자가너를유혹하여너의다닐길을훼파하느

니라 13여호와께서변론하러일어나시며백성들을심

판하려고서시도다 14여호와께서그백성의장로들과

방백들을국문하시되포도원을삼킨자는너희며가난

한자에게서탈취한물건은너희집에있도다 15어찌

하여너희가내백성을짓밟으며가난한자의얼굴에

맷돌질하느뇨주만군의여호와내가말하였느니라하

시리로다 16여호와께서또말씀하시되시온의딸들이

교만하여늘인목, 정을통하는눈으로다니며아기죽

거려행하며발로는쟁쟁한소리를낸다하시도다 17

그러므로주께서시온의딸들의정수리에딱지가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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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시며여호와께서그들의하체로드러나게하시리

라 18주께서그날에그들의장식한발목고리와, 머리

의망사와, 반달장식과, 19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

박과, 20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지환과, 코고리와, 22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23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

울을제하시리니 24그때에썩은냄새가향을대신하

고노끈이띠를대신하고대머리가숱한머리털을대

신하고굵은베옷이화려한옷을대신하고자자한흔

적이고운얼굴을대신할것이며 25너희장정은칼에,

너희용사는전란에망할것이며 26그성문은슬퍼하

며곡할것이요시온은황무하여땅에앉으리라

4그날에일곱여자가한남자를붙잡고말하기를우

리가우리떡을먹으며우리옷을입으리니오직당신

의이름으로우리를칭하게하여우리로수치를면케

하라하리라 2그날에여호와의싹이아름답고영화로

울것이요그땅의소산은이스라엘의피난한자를위

하여영화롭고아름다울것이며 3시온에남아있는자

, 예루살렘에머물러있는자곧예루살렘에있어생존

한자중녹명된모든사람은거룩하다칭함을얻으리

니 4이는주께서그심판하는영과소멸하는영으로

시온의딸들의더러움을씻으시며예루살렘의피를그

중에서청결케하실때가됨이라 5여호와께서그거하

시는온시온산과모든집회위에낮이면구름과연기,

밤이면화염의빛을만드시고그모든영광위에천막

을덮으실것이며 6또천막이있어서낮에는더위를

피하는그늘을지으며또풍우를피하여숨는곳이되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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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가나의사랑하는자를위하여노래하되나의사

랑하는자의포도원을노래하리라나의사랑하는자에

게포도원이있음이여심히기름진산에로다 2땅을파

서돌을제하고극상품포도나무를심었도다그중에

망대를세웠고그안에술틀을팠었도다좋은포도맺

기를바랐더니들포도를맺혔도다 3예루살렘거민과

유다사람들아구하노니이제나와내포도원사이에

판단하라 4내가내포도원을위하여행한것외에무

엇을더할것이있었으랴내가좋은포도맺기를기다

렸거늘들포도를맺힘은어찜인고 5이제내가내포도

원에어떻게행할것을너희에게이르리라내가그울

타리를걷어먹힘을당케하며그담을헐어짓밟히게

할것이요 6내가그것으로황무케하리니다시는가지

를자름이나북을돋우지못하여질려와형극이날것

이며내가또구름을명하여그위에비를내리지말라

하리라하셨으니 7대저만군의여호와의포도원은이

스라엘족속이요그의기뻐하시는나무는유다사람이

라그들에게공평을바라셨더니도리어포학이요그들

에게의로움을바라셨더니도리어부르짖음이었도다

8가옥에가옥을연하며전토에전토를더하여빈틈이

없도록하고이땅가운데서홀로거하려하는그들은

화있을진저 9만군의여호와께서내귀에말씀하시되

정녕히허다한가옥이황폐하리니크고아름다울지라

도거할자가없을것이며 10열흘갈이포도원에겨우

포도주한바트가나겠고한호멜지기에는간신히한

에바가나리라하시도다 11아침에일찌기일어나독주

를따라가며밤이깊도록머물러포도주에취하는그

들은화있을진저 12그들이연회에는수금과비파와

소고와저와포도주를갖추었어도여호와의행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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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치아니하며그의손으로하신일을생각지아니

하는도다 13이러므로나의백성이무지함을인하여사

로잡힐것이요그귀한자는주릴것이요무리는목마

를것이며 14음부가그욕망을크게내어한량없이그

입을벌린즉그들의호화로움과그들의많은무리와

그들의떠드는것과그중에서연락하는자가거기빠

질것이라 (Sheol h7585) 15천한자는굴복되고귀한자는

낮아지고오만한자의눈도낮아질것이로되 16오직

만군의여호와는공평하므로높임을받으시며거룩하

신하나님은의로우시므로거룩하다함을받으시리니

17그때에는어린양들이자기초장에있는것같이먹

을것이요살찐자의황무한밭의소산은유리하는자

들이먹으리라 18거짓으로끈을삼아죄악을끌며수

레줄로함같이죄악을끄는자는화있을찐저 19그들

이이르기를그는그일을속속히이루어우리로보게

할것이며이스라엘의거룩한자는그도모를속히임

하게하여우리로알게할것이라하는도다 20악을선

하다하며선을악하다하며흑암으로광명을삼으며

광명으로흑암을삼으며쓴것으로단것을삼으며단

것으로쓴것을삼는그들은화있을진저 21스스로지

혜롭다하며스스로명철하다하는그들은화있을진

저 22포도주를마시기에용감하며독주를빚기에유력

한그들은화있을진저 23그들은뇌물로인하여악인

을의롭다하고의인에게서그의를빼았는도다 24이

로인하여불꽃이그루터기를삼킴같이, 마른풀이불

속에떨어짐같이그들의뿌리가썩겠고꽃이티끌처

럼날리니그들이만군의여호와의율법을버리며이

스라엘의거룩하신자의말씀을멸시하였음이라 25그

러므로여호와께서자기백성에게노를발하시고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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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그들을치신지라산들은진동하며그들의시체는

거리가운데분토같이되었으나그노가돌아서지아

니하였고그손이오히려펴졌느니라 26기를세우시고

먼나라들을불러땅끝에서부터오게하실것이라보

라그들이빨리달려올것이로되 27그중에곤핍하여

넘어지는자도없을것이며조는자나자는자도없을

것이며그들의허리띠는풀리지아니하며그들의신들

메는끊어지지아니하며 28그들의살은날카롭고모든

활은당기어졌으며그말굽은부싯돌같고차바퀴는

회리바람같을것이며 29그부르짖는것은암사자같

을것이요그소리지름은어린사자들과같을것이라

그들이부르짖으며물건을움키어염려없이가져가도

건질자가없으리로다 30그날에그들이바다물결소

리같이백성을향하여부르짖으리니사람이그땅을

바라보면흑암과고난이있고빛은구름에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6웃시야왕의죽던해에내가본즉주께서높이들린

보좌에앉으셨는데그옷자락은성전에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모셔섰는데각기여섯날개가있어그둘로

는그얼굴을가리었고그둘로는그발을가리었고그

둘로는날며 3서로창화하여가로되거룩하다, 거룩하

다,거룩하다,만군의여호와여,그영광이온땅에충

만하도다 4이같이창화하는자의소리로인하여문지

방의터가요동하며집에연기가충만한지라 5그때에

내가말하되화로다나여, 망하게되었도다나는입술

이부정한사람이요입술이부정한백성중에거하면

서만군의여호와이신왕을뵈었음이로다 6때에그스

랍의하나가화저로단에서취한바핀숯을손에가지

고내게로날아와서 7그것을내입에대며가로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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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것이네입에닿았으니네악이제하여졌고네죄

가사하여졌느니라하더라 8내가또주의목소리를들

은즉이르시되내가누구를보내며누가우리를위하

여갈꼬그때에내가가로되내가여기있나이다나를

보내소서! 9여호와께서가라사대가서이백성에게이

르기를너희가듣기는들어도깨닫지못할것이요보

기는보아도알지못하리라하여 10이백성의마음으

로둔하게하며그귀가막히고눈이감기게하라염려

컨대그들이눈으로보고귀로듣고마음으로깨닫고

다시돌아와서고침을받을까하노라 11내가가로되

주여어느때까지니이까?대답하시되성읍들은황폐하

여거민이없으며가옥들에는사람이없고이토지가

전폐하게되며 12사람들이여호와께멀리옮기워서이

땅가운데폐한곳이많을때까지니라 13그중에십분

의일이오히려남아있을지라도이것도삼키운바될

것이나밤나무,상수리나무가베임을당하여도그그

루터기는남아있는것같이거룩한씨가이땅의그루

터기니라

7웃시야의손자요요담의아들인유다왕아하스때

에아람왕르신과르말리야의아들이스라엘왕베가

가올라와서예루살렘을쳤으나능히이기지못하니라

2혹이다윗집에고하여가로되아람이에브라임과동

맹하였다하였으므로왕의마음과그백성의마음이

삼림이바람에흔들림같이흔들렸더라 3때에여호와

께서이사야에게이르시되너와네아들스알야숩은

윗못수도끝세탁자의밭큰길에나가서아하스를만

나 4그에게이르기를너는삼가며종용하라아람왕

르신과르말리야의아들이심히노할지라도연기나는

두부지깽이그루터기에불과하니두려워말며낙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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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5아람과에브라임왕과르말리야의아들이악한

꾀로너를대적하여이르기를 6우리가올라가유다를

쳐서그것을곤하게하고우리를위하여그것을파하

고다브엘의아들을그중에세워왕을삼자하였으나

7주여호와의말씀에이도모가서지못하며이루지못

하리라 8대저아람의머리는다메섹이요다메섹의머

리는르신이며에브라임의머리는사마리아요사마리

아의머리는르말리야의아들이라도육십오년내에

에브라임이패하여다시는나라를이루지못하리라만

일너희가믿지아니하면정녕히굳게서지못하리라

하셨다할지니라 9 (8절과같음) 10여호와께서또아하

스에게일러가라사대 11너는네하나님여호와께한

징조를구하되깊은데서든지높은데서든지구하라 12

아하스가가로되나는구하지아니하겠나이다나는여

호와를시험치아니하겠나이다한지라 13이사야가가

로되다윗의집이여청컨대들을지어다너희가사람을

괴롭게하고그것을작은일로여겨서또나의하나님

을괴로우시게하려느냐 14그러므로주께서친히징조

로너희에게주실것이라보라처녀가잉태하여아들

을낳을것이요그이름을임마누엘이라하리라 15그

가악을버리며선을택할줄알때에미쳐뻐터와꿀을

먹을것이라 16대저이아이가악을버리며선을택할

줄알기전에너의미워하는두왕의땅이폐한바되리

라 17여호와께서에브라임이유다를떠날때부터당하

여보지못한날을너와네백성과네아비집에임하게

하시리니곧앗수르왕의오는날이니라 18그날에는

여호와께서애굽하수에서먼지경의파리와앗수르

땅의벌을부르시리니 19다와서거친골짜기와바위

틈과가시나무울타리와모든초장에앉으리라 20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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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는주께서하수저편에서세내어온삭도곧앗수

르왕으로네백성의머리털과발털을미실것이요수

염도깎으시리라 21그날에는사람이한어린암소와

두양을기르리니 22그내는젖이많으므로뻐터를먹

을것이라무릇그땅가운데남아있는자는뻐터와꿀

을먹으리라 23그날에는천주에은일천개의가치되

는포도나무있던곳마다질려와형극이날것이라 24

온땅에질려와형극이있으므로살과활을가지고그

리로갈것이요 25보습으로갈던산에도질려와형극

까닭에두려워서그리로가지못할것이요그땅은소

를놓으며양의밟는곳이되리라

8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너는큰서판을취하여

그위에통용문자로마헬살랄하스바스라쓰라 2내가

진실한증인제사장우리야와여베레기야의아들스가

랴를불러증거하게하리라하시더니 3내가내아내와

동침하매그가잉태하여아들을낳은지라여호와께서

내게이르시되그이름을마헬살랄하스바스라하라 4

이는이아이가내아빠내엄마라할줄알기전에다

메섹의재물과사마리아의노략물이앗수르왕앞에

옮긴바될것임이니라 5여호와께서다시내게일러가

라사대 6이백성이천천히흐르는실로아물을버리고

르신과르말리야의아들을기뻐하나니 7그러므로주

내가흉용하고창일한큰하수곧앗수르왕과그의모

든위력으로그들위에덮을것이라그모든곬에차고

모든언덕에넘쳐 8흘러유다에들어와서창일하고목

에까지미치리라임마누엘이여! 그의펴는날개가네

땅에편만하리라하셨느니라 9너희민족들아훤화하

라필경패망하리라너희먼나라백성들아들을지니

라너희허리를동이라필경패망하리라너희허리에



이사야 1280

띠를따라필경패망하리라 10너희는함께도모하라

필경이루지못하리라말을내어라시행되지못하리라

이는하나님이우리와함께하심이니라 11여호와께서

강한손으로내게알게하시며이백성의길로행치말

것을내게경성시켜가라사대 12이백성이맹약한자

가있다말하여도너희는그모든말을따라맹약한자

가있다하지말며그들의두려워하는것을너희는두

려워하지말며놀라지말고 13만군의여호와그를너

희가거룩하다하고그로너희의두려워하며놀랄자

를삼으라 14그가거룩한피할곳이되시리라그러나

이스라엘의두집에는거치는돌, 걸리는반석이되실

것이며예루살렘거민에게는함정,올무가되시리니

15많은사람들이그로인하여거칠것이며넘어질것

이며부러질것이며걸릴것이며잡힐것이니라 16너

는증거의말씀을싸매며율법을나의제자중에봉함

하라 17이제야곱집에대하여낯을가리우시는여호

와를나는기다리며그를바라보리라 18보라, 나와및

여호와께서내게주신자녀들이이스라엘중에징조와

예표가되었나니이는시온산에계신만군의여호와께

로말미암은것이니라 19혹이너희에게고하기를지절

거리며속살거리는신접한자와마술사에게물으라하

거든백성이자기하나님께구할것이아니냐산자를

위하여죽은자에게구하겠느냐하라 20마땅히율법과

증거의말씀을좇을지니그들의말하는바가이말씀

에맞지아니하면그들이정녕히아침빛을보지못하

고 21이땅으로헤매며곤고하며주릴것이라그주릴

때에번조하여자기의왕자기의하나님을저주할것

이며위를쳐다보거나 22땅을굽어보아도환난과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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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고통의흑암뿐이리니그들이심한흑암중으로쫓

겨들어가리라

9전에고통하던자에게는흑암이없으리로다옛적에

는여호와께서스불론땅과납달리땅으로멸시를당

케하셨더니후에는해변길과요단저편이방의갈릴

리를영화롭게하셨느니라 2흑암에행하던백성이큰

빛을보고사망의그늘진땅에거하던자에게빛이비

취도다 3주께서이나라를창성케하시며그즐거움을

더하게하셨으므로추수하는즐거움과탈취물을나누

는때의즐거움같이그들이주의앞에서즐거워하오

니 4이는그들의무겁게멘멍에와그어깨의채찍과

그압제자의막대기를꺾으시되미디안의날과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어지러이싸우는군인의갑옷과피

묻은복장이불에섶같이살라지리니 6이는한아기

가우리에게났고한아들을우리에게주신바되었는

데그어깨에는정사를메었고그이름은기묘자라모

사라전능하신하나님이라영존하시는아버지라평강

의왕이라할것임이라 7그정사와평강의더함이무궁

하며또다윗의위에앉아서그나라를굳게세우고자

금이후영원토록공평과정의로그것을보존하실것

이라만군의여호와의열심이이를이루시리라 8주께

서야곱에게말씀을보내시며그것을이스라엘에게임

하게하셨은즉 9모든백성곧에브라임과사마리아거

민이알것이어늘그들이교만하고완악한마음으로

말하기를 10벽돌이무너졌으나우리는다듬은돌로쌓

고뽕나무들이찍혔으나우리는백향목으로그것을대

신하리라하도다 11그러므로여호와께서르신의대적

을일으켜그를치게하시며그원수들을격동시키시

리니 12앞에는아람사람이요뒤에는블레셋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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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그입을벌려이스라엘을삼키리라그럴지라도

여호와의노가쉬지아니하며그손이여전히펴지리

라 13이백성이오히려자기들을치시는자에게로돌

아오지아니하며만군의여호와를찾지아니하도다 14

이러므로여호와께서하루사이에이스라엘중에서머

리와꼬리며종려가지와갈대를끊으시리니 15머리는

곧장로와존귀한자요꼬리는곧거짓말을가르치는

선지자라 16백성을인도하는자가그들로미혹케하니

인도를받는자가멸망을당하는도다 17이백성이각

기설만하며악을행하며입으로망령되이말하니그

러므로주께서그장정을기뻐아니하시며그고아와

과부를긍휼히여기지아니하시리라그럴지라도여호

와의노가쉬지아니하며그손이여전히펴지리라 18

대저악행은불태우는것같으니곧질려와형극을삼

키며빽빽한수풀을살라서연기로위로올라가게함

과같은것이라 19만군의여호와의진노로인하여이

땅이소화되리니백성은불에타는섶나무와같을것

이라사람이그형제를아끼지아니하며 20우편으로

움킬지라도주리고좌편으로먹을지라도배부르지못

하여각각자기팔의고기를먹을것이며 21므낫세는

에브라임을에브라임은므낫세를먹을것이요또그들

이합하여유다를치리라그럴지라도여호와의노가

쉬지아니하며그손이여전히펴지리라

10불의한법령을발포하며불의한말을기록하며 2

빈핍한자를불공평하게판결하여내백성의가련한

자의권리를박탈하며과부에게토색하고고아의것을

약탈하는자는화있을진저 3너희에게벌하시는날에

와멀리서오는환난때에너희가어떻게하려느냐누

구에게로도망하여도움을구하겠으며너희영화를어



이사야 1283

느곳에두려느냐 4포로된자의아래에구푸리며죽

임을당한자의아래에엎드러질따름이니라그럴지라

도여호와의노가쉬지아니하며그손이여전히펴지

리라 5화있을진저앗수르사람이여그는나의진노의

막대기요그손의몽둥이는나의분한이라 6내가그를

보내어한나라를치게하며내가그에게명하여나의

노한백성을쳐서탈취하며노략하게하며또그들을

가로상의진흙같이짓밟게하려하거늘 7그의뜻은이

같지아니하며그마음의생각도이같지아니하고오

직그마음에허다한나라를파괴하며멸절하려하여 8

이르기를나의방백들은다왕이아니냐 9갈로는갈그

미스와같지아니하며하맛은아르밧과같지아니하며

사마리아는다메섹과같지아니하냐 10내손이이미

신상을섬기는나라에미쳤나니그조각한신상이예

루살렘과사마리아의신상보다우승하였느니라 11내

가사마리아와그신상에게행함같이예루살렘과그

신상에게행치못하겠느냐하도다 12이러므로주내가

나의일을시온산과예루살렘에다행한후에앗수르

왕의완악한마음의열매와높은눈의자랑을벌하리

라 13그의말에나는내손의힘과내지혜로이일을

행하였나니나는총명한자라열국의경계를옮겼고

그재물을약탈하였으며또용감한자같이위에거한

자를낮추었으며 14나의손으로열국의재물을얻은

것은새의보금자리를얻음같고온세계를얻은것은

내어버린알을주움같았으나날개를치거나입을벌

리거나지저귀는것이하나도없었다하는도다 15도끼

가어찌찍는자에게스스로자랑하겠으며톱이어찌

켜는자에게스스로큰체하겠느냐이는막대기가자

기를드는자를움직이려하며몽둥이가나무아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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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들려함과일반이로다 16그러므로주만군의여

호와께서살찐자로파리하게하시며그영화의아래

에불이붙는것같이맹렬히타게하실것이라 17이스

라엘의빛은불이요그거룩한자는불꽃이라하루사

이에그의형극과질려가소멸되며 18그삼림과기름

진밭의영광이전부소멸되리니병인이점점쇠약하

여감같을것이라 19그삼림에남은나무의수가희소

하여아이라도능히계산할수있으리라 20그날에이

스라엘의남은자와야곱족속의피난한자들이다시

자기를친자를의뢰치아니하고이스라엘의거룩하신

자여호와를진실히의뢰하리니 21남은자곧야곱의

남은자가능하신하나님께로돌아올것이라 22이스라

엘이여네백성이바다의모래같을지라도남은자만

돌아오리니넘치는공의로훼멸이작정되었음이라 23

이미작정되었은즉주만군의여호와께서온세계중

에끝까지행하시리라 24주만군의여호와께서가라사

대시온에거한나의백성들아앗수르사람이애굽을

본받아막대기로너를때리며몽둥이를들어너를칠

지라도그를두려워말라 25내가불구에네게는분을

그치고노를옮겨그들을멸하리라하시도다 26만군의

여호와께서채찍을들어그를치시되오렙반석에서

미디안사람을쳐죽이신것같이하실것이며막대기

를드시되바다를향하여애굽에드신것같이하실것

이라 27그날에그의무거운짐이네어깨에서떠나고

그의멍에가네목에서벗어지되기름진까닭에멍에

가부러지리라 28앗수르왕이아얏에이르러미그론을

지나믹마스에치중을머무르고 29영을넘어게바에서

유숙하매라마는떨고사울의기브아사람은도망하도

다 30딸갈림아, 큰소리로외칠찌어다라이사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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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들을찌어다가련하다너아나돗이여 31맛메나사람

은피난하며게빔거민은도망하도다 32이날에그가

놉에서쉬고딸시온산곧예루살렘산을향하여그손

을흔들리로다 33주만군의여호와께서혁혁한위력으

로그가지를꺾으시리니그장대한자가찍힐것이요

높은자가낮아질것이며 34철로그빽빽한삼림을베

시리니레바논이권능있는자에게작벌을당하리라

11이새의줄기에서한싹이나며그뿌리에서한가

지가나서결실할것이요 2여호와의신곧지혜와총

명의신이요모략과재능의신이요지식과여호와를

경외하는신이그위에강림하시리니 3그가여호와를

경외함으로즐거움을삼을것이며그눈에보이는대로

심판치아니하며귀에들리는대로판단치아니하며 4

공의로빈핍한자를심판하며정직으로세상의겸손한

자를판단할것이며그입의막대기로세상을치며입

술의기운으로악인을죽일것이며 5공의로그허리띠

를삼으며성실로몸의띠를삼으리라 6그때에이리

가어린양과함께거하며표범이어린염소와함께누

우며송아지와어린사자와살찐짐승이함께있어어

린아이에게끌리며 7암소와곰이함께먹으며그것들

의새끼가함께엎드리며사자가소처럼풀을먹을것

이며 8젖먹는아이가독사의구멍에서장난하며젖뗀

어린아이가독사의굴에손을넣을것이라 9나의거

룩한산모든곳에서해됨도없고상함도없을것이니

이는물이바다를덮음같이여호와를아는지식이세

상에충만할것임이니라 10그날에이새의뿌리에서

한싹이나서만민의기호로설것이요열방이그에게

로돌아오리니그거한곳이영화로우리라 11그날에

주께서다시손을펴사그남은백성을앗수르와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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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바드로스와구스와엘람과시날과하맛과바다섬

들에서돌아오게하실것이라 12여호와께서열방을향

하여기호를세우시고이스라엘의쫓긴자를모으시며

땅사방에서유다의이산한자를모으시리니 13에브라

임의투기는없어지고유다를괴롭게하던자는끊어

지며에브라임은유다를투기하지아니하며유다는에

브라임을괴롭게하지아니할것이요 14그들이서으로

블레셋사람의어깨에날아앉고함께동방백성을노

략하며에돔과모압에손을대며암몬자손을자기에

게복종시키시리라 15여호와께서애굽해고를말리우

시고손을유브라데하수위에흔들어뜨거운바람을

일으켜서그하수를쳐서일곱갈래로나눠신신고건

너가게하실것이라 16그의남아있는백성을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돌아오는대로가있게하시되이스라

엘이애굽땅에서나오던날과같게하시리라

12그날에네가말하기를여호와여주께서전에는내

게노하셨사오나이제는그노가쉬었고또나를안위

하시오니내가주께감사하겠나이다할것이니라 2보

라하나님은나의구원이시라내가의뢰하고두려움이

없으리니주여호와는나의힘이시며나의노래시며

나의구원이심이라 3그러므로너희가기쁨으로구원

의우물들에서물을길으리로다 4그날에너희가또

말하기를여호와께감사하라그이름을부르며그행

하심을만국중에선포하며그이름이높다하라 5여

호와를찬송할것은극히아름다운일을하셨음이니

온세계에알게할지어다 6시온의거민아소리를높여

부르라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가너희중에서크심이

니라할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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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모스의아들이사야가바벨론에대하여받은경

고라 2너희는자산위에기호를세우고소리를높여

그들을부르며손을흔들어그들로존귀한자의문에

들어가게하라 3내가나의거룩히구별한자에게명하

고나의위엄을기뻐하는용사들을불러나의노를풀

게하였느니라 4산에서무리의소리가남이여많은백

성의소리같으니곧열국민족이함께모여떠드는소

리라만군의여호와께서싸움을위하여군대를검열하

심이로다 5무리가먼나라에서하늘가에서왔음이여

곧여호와와그진노의병기라온땅을멸하려함이로

다 6너희는애곡할지어다여호와의날이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멸망이임할것임이로다 7그러므로모

든손이피곤하며각사람의마음이녹을것이라 8그

들이놀라며괴로움과슬픔에잡혀서임산한여자같

이고통하며서로보고놀라며얼굴은불꽃같으리로

다 9여호와의날곧잔혹히분냄과맹렬히노하는날

이임하여땅을황무케하며그중에서죄인을멸하리

니 10하늘의별들과별떨기가그빛을내지아니하며

해가돋아도어두우며달이그빛을비취지아니할것

이로다 11내가세상의악과악인의죄를벌하며교만

한자의오만을끊으며강포한자의거만을낮출것이

며 12내가사람을정금보다희소케하며오빌의순금

보다희귀케하리로다 13나만군의여호와가분하여

맹렬히노하는날에하늘을진동시키며땅을흔들어

그자리에서떠나게하리니 14그들이쫓긴노루나모

으는자없는양같이각기동족에게로돌아가며본향

으로도망할것이나 15만나는자는창에찔리겠고잡

히는자는칼에엎드러지겠고그들의어린아이들은

그목전에메어침을입겠고그집은노략을당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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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내는욕을당하리라 16보라은을돌아보지아니

하며금을기뻐하지아니하는메대사람을내가격동

시켜그들을치게하리니 17메대사람이활로청년을

쏘아죽이며태의열매를긍휼히여기지아니하며아

이를가석히보지아니하리라 18열국의영광이요갈대

아사람의자랑하는노리개가된바벨론이하나님께

멸망당한소돔과고모라같이되리니 19그곳에처할

자가없겠고거할사람이대대에없을것이며아라비

아사람도거기장막을치지아니하며목자들도그곳

에그양떼를쉬게하지아니할것이요 20오직들짐승

들이거기엎드리고부르짖는짐승이그가옥에충만

하며타조가거기깃들이며들양이거기서뛸것이요

21그궁성에는시랑이부르짖을것이요화려한전에는

들개가울것이라그의때가가까우며그의날이오래

지아니하리라

14여호와께서야곱을긍휼히여기시며이스라엘을

다시택하여자기고토에두시리니나그네된자가야

곱족속에게가입되어그들과연합할것이며 2민족들

이그들을데리고그들의본토에돌아오리니이스라엘

족속이여호와의땅에서그들을얻어노비를삼겠고

전에자기를사로잡던자를사로잡고자기를압제하던

자를주관하리라 3여호와께서너를슬픔과곤고와및

너의수고하는고역에서놓으시고안식을주시는날에

4너는바벨론왕에대하여이노래를지어이르기를학

대하던자가어찌그리그쳤으며강포한성이어찌그

리폐하였는고 5여호와께서악인의몽둥이와패권자

의홀을꺾으셨도다 6그들이분내어여러민족을치되

치기를마지아니하였고노하여열방을억압하여도그

억압을막을자없었더니 7이제는온땅이평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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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하니무리가소리질러노래하는도다 8향나무와

레바논백향목도너로인하여기뻐하여이르기를네가

넘어뜨리웠은즉올라와서우리를작벌할자없다하는

도다 9아래의음부가너로인하여소동하여너의옴을

영접하되그것이세상에서의모든영웅을너로인하여

동하게하며열방의모든왕으로그보좌에서일어서

게하므로 (Sheol h7585) 10그들은다네게말하여이르기

를너도우리같이연약하게되었느냐너도우리같이

되었느냐하리로다 11네영화가음부에떨어졌음이여

너의비파소리까지로다구더기가네아래깔림이여

지렁이가너를덮었도다 (Sheol h7585) 12너아침의아들

계명성이여! 어찌그리하늘에서떨어졌으며너열국

을엎은자여어찌그리땅에찍혔는고 13네가네마음

에이르기를내가하늘에올라하나님의뭇별위에나

의보좌를높이리라내가북극집회의산위에좌정하

리라 14가장높은구름에올라지극히높은자와비기

리라하도다 15그러나이제네가음부곧구덩이의맨

밑에빠치우리로다 (Sheol h7585) 16너를보는자가주목

하여너를자세히살펴보며말하기를이사람이땅을

진동시키며열국을경동시키며 17세계를황무케하며

성읍을파괴하며사로잡힌자를그집으로놓아보내

지않던자가아니뇨하리로다 18열방의왕들은모두

각각자기집에서영광중에자건마는 19오직너는자

기무덤에서내어쫓겼으니가증한나무가지같고칼에

찔려돌구덩이에빠진주검에둘러싸였으니밟힌시체

와같도다 20네가자기땅을망케하였고자기백성을

죽였으므로그들과일반으로안장함을얻지못하나니

악을행하는자의후손은영영히이름이나지못하리

로다 21너희는그들의열조의죄악을인하여그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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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륙하기를예비하여그들로일어나땅을취하여세상

에성읍을충만케하지못하게하라 22만군의여호와

께서말씀하시되내가일어나그들을쳐서그이름과

남은자와아들과후손을바벨론에서끊으리라나여

호와의말이니라 23내가또그것으로고슴도치의굴혈

과물웅덩이가되게하고또멸망의비로소제하리라

나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24만군의여호와께서맹

세하여가라사대나의생각한것이반드시되며나의

경영한것이반드시이루리라 25내가앗수르사람을

나의땅에서파하며나의산에서발아래밟으리니그

때에그의멍에가이스라엘에게서떠나고그의짐이

그들의어깨에서벗어질것이라 26이것이온세계를

향하여정한경영이며이것이열방을향하여편손이

라하셨나니 27만군의여호와께서경영하셨은즉누가

능히그것을폐하며그손을펴셨은즉누가능히그것

을돌이키랴 28아하스왕의죽던해에받은경고라 29

블레셋온땅이여너를치던막대기가부러졌다고기

뻐하지말라뱀의뿌리에서는독사가나겠고그열매

는나는불뱀이되리라 30가난한자의장자는먹겠고

빈핍한자는평안히누우려니와내가너의뿌리를기

근으로죽일것이요너의남은자는살륙을당하리라

31성문이여슬피울지어다성읍이여부르짖을지어다

너블레셋이여다소멸되게되었도다대저연기가북

방에서오는데그항오를떨어져행하는자없느니라

32그나라사신들에게어떻게대답하겠느냐?여호와께

서시온을세우셨으니그의백성의곤고한자들이그

안에서피난하리라할것이니라

15모압에관한경고라하루밤에모압알이망하여

황폐할것이며하루밤에모압길이망하여황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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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2그들은바잇과디본산당에올라가서울며모압

은느보와메드바를위하여통곡하도다그들이각각

머리털을없이하였고수염을깎았으며 3거리에서는

굵은베로몸을동였으며지붕과넓은곳에서는각기

애통하여심히울며 4헤스본과엘르알레는부르짖으

며그소리는야하스까지들리니그러므로모압의전

사가크게부르짖으며그혼이속에서떨도다 5내마

음이모압을위하여부르짖는도다그귀인들은소알과

에글랏슬리시야로도망하여울며루힛비탈길로올라

가며호로나임길에서패망을부르짖으니 6니므림물

이마르고풀이시들었으며연한풀이말라청청한것

이없음이로다 7그러므로그들이얻은재물과쌓았던

것을가지고버드나무시내를건너리니 8이는곡성이

모압사방에둘렸고슬피부르짖음이에글라임에이르

며부르짖음이브엘엘림에미치며 9디몬물에는피가

가득함이로다그럴지라도내가디몬에재앙을더내리

되모압에도피한자와그땅의남은자에게사자를보

내리라

16너희는이땅치리자에게어린양들을드리되셀라

에서부터광야를지나딸시온산으로보낼지니라 2모

압의여자들은아르논나루에서떠다니는새같고보

금자리에서흩어진새새끼같을것이라 3너는모략을

베풀며공의로판결하며오정때에밤같이그늘을짓

고쫓겨난자를숨기며도망한자를발각시키지말며 4

나의쫓겨난자들로너와함께있게하되너모압은멸

절하는자앞에서그피할곳이되라대저토색하는자

가망하였고멸절하는자가그쳤고압제하는자가이

땅에서멸절하였으며 5다윗의장막에왕위는인자함

으로굳게설것이요그위에앉을자는충실함으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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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며공평을구하며의를신속히행하리라 6우리가

모압의교만을들었나니심히교만하도다그의거만하

며교만하며분노함도들었거니와그과장이헛되도다

7그러므로모압이모압을위하여통곡하되다통곡하

며길하레셋건포도떡을위하여그들이슬퍼하며심

히근심하리니 8이는헤스본의밭과십마의포도나무

가말랐음이라전에는그가지가야셀에미쳐광야에

이르고그싹이자라서바다를건넜더니이제열국주

권자들이그좋은가지를꺾었도다 9그러므로내가야

셀의울음처럼십마의포도나무를위하여울리라헤스

본이여엘르알레여나의눈물로너를적시리니너의

여름실과너의농작물에떠드는소리가일어남이니라

10즐거움과기쁨이기름진밭에서떠났고포도원에는

노래와즐거운소리가없어지겠고틀에는포도를밟을

사람이없으리니이는내가그소리를그치게하였음이

라 11이러므로나의마음이모압을위하여수금같이

소리를발하며나의창자가길하레셋을위하여그러하

도다 12모압사람이그산당에서피곤하도록봉사하며

자기성소에나아가서기도할지라도무효하리로다 13

이는여호와께서전에모압을들어하신말씀이어니와

14이제여호와께서말씀하여가라사대품군의정한해

와같이삼년내에모압의영화와그큰무리가능욕을

당할지라그남은수가심히적어소용이없이되리라

하시도다

17다메섹에관한경고라보라, 다메섹이장차성읍

모양을이루지못하고무너진무더기가될것이라 2아

로엘의성읍들이버림을당하리니양무리를치는곳

이되어양이눕되놀라게할자가없을것이며 3에브

라임의요새와다메섹나라와아람의남은백성이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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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여이스라엘자손의영광같이되리라만군의여

호와의말씀이니라 4그날에야곱의영광이쇠하고그

살찐몸이파리하리니 5마치추수하는자가곡식을거

두어가지고그손으로이삭을벤것같고르바임골짜

기에서이삭을주운것같으리라 6그러나오히려주울

것이남으리니감람나무를흔들때에가장높은가지

꼭대기에실과이삼개가남음같겠고무성한나무의

가장먼가지에사오개가남음같으리라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의말씀이니라 7그날에사람이자기를

지으신자를쳐다보겠으며그눈이이스라엘의거룩하

신자를바라보겠고 8자기손으로만든단을쳐다보지

아니하며자기손가락으로지은아세라나태양상을바

라보지아니할것이며 9그날에그견고한성읍들이

옛적에이스라엘자손앞에서버린바된수풀속의처

소와작은산꼭대기의처소같아서황폐하리니 10이는

네가자기의구원의하나님을잊어버리며자기의능력

의반석을마음에두지않은까닭이라그러므로네가

기뻐하는식물을심으며이방의가지도이종하고 11네

가심는날에울타리로두르고아침에너의씨로잘발

육하도록하였으나근심과심한슬픔의날에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2슬프다많은민족이소동하였으되바다

파도의뛰노는소리같이그들이소동하였고열방이

충돌하였으되큰물의몰려옴같이그들도충돌하였도

다 13열방이충돌하기를많은물의몰려옴과같이하

나주께서그들을꾸짖으시리니그들이멀리도망함이

산에겨가바람앞에흩어짐같겠고폭풍앞에떠도는

티끌같을것이라 14보라저녁에두려움을당하고아

침전에그들이없어졌나니이는우리를노략한자의

분깃이요우리를강탈한자의보응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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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슬프다구스의강건너편날개치는소리나는땅이

여 2갈대배를물에띄우고그사자를수로로보내며

이르기를너희경첩한사자들아너희는강들이흘러

나누인나라로가되장대하고준수한백성곧시초부

터두려움이되며강성하여대적을밟는백성에게로

가라하도다 3세상의모든거민,지상에거하는너희

여산들위에기호를세우거든너희는보고나팔을불

거든너희는들을지니라 4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

내가나의처소에서종용히감찰함이쬐이는일광같

고가을더위에운무같도다 5추수하기전에꽃이떨

어지고포도가맺혀익어갈때에내가낫으로그연한

가지를베며퍼진가지를찍어버려서 6산의독수리들

에게와땅의들짐승들에게끼쳐주리니산의독수리들

이그것으로과하하며땅의들짐승들이다그것으로

과동하리라하셨음이니라 7그때에강들이흘러나누

인나라의장대하고준수하며시초부터두려움이되며

강성하여대적을밟는백성에게서만군의여호와께드

릴예물을가지고만군의여호와의이름을두신곳시

온산에이르리라

19애굽에관한경고라보라여호와께서빠른구름을

타고애굽에임하시리니애굽의우상들이그앞에서

떨겠고애굽인의마음이그속에서녹으리로다 2그가

애굽인을격동하사애굽인을치게하시리니그들이각

기형제를치며각기이웃을칠것이요성읍이성읍을

치며나라가나라를칠것이며 3애굽인의정신이그

속에서쇠약할것이요그도모는그의파하신바가되

리니그들이우상과마술사와신접한자와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그가애굽인을잔인한군주의손에붙이

시리니포학한왕이그들을치리하리라주만군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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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의말씀이니라 5바닷물이없어지겠고강이잦아

서마르겠고 6강들에서는악취가나겠고애굽시냇물

은줄어들고마르므로달과같이시들겠으며 7나일가

까운곳나일언덕의초장과나일강가까운곡식밭이

다말라서날아없어질것이며 8어부들은탄식하며무

릇나일강에낚시를던지는자는슬퍼하며물에그물

을치는자는피곤할것이며 9세마포를만드는자와

백목을짜는자들이수치를당할것이며 10애굽의기

둥이부숴지고품군들이다마음에근심하리라 11소안

의방백은지극히어리석었고바로의가장지혜로운

모사의모략은우준하여졌으니너희가어떻게바로에

게이르기를나는지혜로운자들의자손이라는옛왕

들의후예라할수있으랴 12너의지혜로운자가어디

있느냐그들이만군의여호와께서애굽에대하여정하

신뜻을알것이요곧네게고할것이니라 13소안의방

백들은어리석었고놉의방백들은미혹되었도다그들

은애굽지파들의모퉁이돌이어늘애굽으로그릇가게

하였도다 14여호와께서그가운데사특한마음을섞으

셨으므로그들이애굽으로매사에잘못가게함이취

한자가토하면서비틀거림같게하였으니 15애굽에서

머리나꼬리나종려나무가지나갈대나아무할일이

없으리라 16그날에애굽인이부녀와같을것이라그

들이만군의여호와의흔드시는손이그위에흔들림

을인하여떨며두려워할것이며 17유다의땅은애굽

의두려움이되리니이는만군의여호와께서애굽에

대하여정하신모략을인함이라그소문을듣는자마

다떨리라 18그날에애굽땅에가나안방언을말하며

만군의여호와를가리켜맹세하는다섯성읍이있을

것이며그중하나를장망성이라칭하리라 19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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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땅중앙에는여호와를위하여제단이있겠고그

변경에는여호와를위하여기둥이있을것이요 20이것

이애굽땅에서만군의여호와를위하여표적과증거

가되리니이는그들이그압박하는자의연고로여호

와께부르짖겠고여호와께서는한구원자,보호자를

보내사그들을건지실것임이라 21여호와께서자기를

애굽에알게하시리니그날에애굽인이여호와를알

고제물과예물을그에게드리고경배할것이요여호

와께서원하고그대로행하리라 22여호와께서애굽을

치실것이라도치시고는고치실것인고로그들이여호

와께로돌아올것이라여호와께서그간구함을들으시

고그를고쳐주시리라 23그날에애굽에서앗수르로

통하는대로가있어앗수르사람은애굽으로가겠고

애굽사람은앗수르로갈것이며애굽사람이앗수르

사람과함께경배하리라 24그날에이스라엘이애굽과

앗수르로더불어셋이세계중에복이되리니 25이는

만군의여호와께서복을주어가라사대나의백성애

굽이여, 나의손으로지은앗수르여, 나의산업이스라

엘이여, 복이있을지어다하실것임이니라

20앗수르왕사르곤이군대장관을아스돗으로보내

매그가와서아스돗을쳐서취하던해 2곧그때에여

호와께서아모스의아들이사야에게일러가라사대갈

지어다네허리에서베를끄르고네발에서신을벗을

지니라하시매그가그대로하여벗은몸과벗은발로

행하니라 3여호와께서가라사대나의종이사야가삼

년동안벗은몸과벗은발로행하여애굽과구스에대

하여예표와기적이되게되었느니라 4이와같이애굽

의포로와구스의사로잡힌자가앗수르왕에게끌려

갈때에젊은자나늙은자가다벗은몸, 벗은발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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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드러내어애굽의수치를뵈이리니 5그들이그

바라던구스와자랑하던애굽을인하여놀라고부끄러

워할것이라 6그날에이해변거민이말하기를우리

가믿던나라곧우리가앗수르왕에게서벗어나기를

바라고달려가서도움을구하던나라가이같이되었은

즉우리가어찌능히피하리요하리라

21해변광야에관한경고라적병이광야에서두려운

땅에서남방회리바람같이몰려왔도다 2혹독한묵시

가내게보였도다주께서가라사대속이는자는속이

고약탈하는자는약탈하도다엘람이여올라가고매대

여에워싸라그의모든탄식을내가그치게하였노라

하시도다 3이러므로나의요통이심하여임산한여인

의고통같은고통이내게임하였으므로고통으로인

하여듣지못하며놀라서보지못하도다 4내마음이

진동하며두려움이나를놀래며희망의서광이변하여

내게떨림이되도다 5그들이식탁을베풀고파숫군을

세우고먹고마시도다너희방백들아일어나방패에

기름을바를지어다 6주께서내게이르시되가서파숫

군을세우고그보는것을고하게하되 7마병대가쌍

쌍이오는것과나귀떼와약대떼를보거든자세히유

심히들으라하셨더니 8파숫군이사자같이부르짖기

를주여내가낮에늘망대에섰었고밤이맞도록파수

하는곳에있었더니 9마병대가쌍쌍이오나이다그가

대답하여가라사대함락되었도다함락되었도다바벨

론이여그신들의조각한형상이다부숴져땅에떨어

졌도다하시도다 10너나의타작한것이여나의마당

의곡식이여내가이스라엘의하나님만군의여호와께

들은대로너희에게고하였노라 11두마에관한경고라

사람이세일에서나를부르되파숫군이여밤이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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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느뇨파숫군이여밤이어떻게되었느뇨 12파숫군

이가로되아침이오나니밤도오리라네가물으려거

든물으라너희는돌아올지니라 13아라비아에관한경

고라드단대상이여너희가아라비아수풀에서유숙하

리라 14데마땅의거민들아물을가져다가목마른자

에게주고떡을가지고도피하는자를영접하라 15그

들이칼날을피하며뺀칼과당긴활과전쟁의어려움

에서도망하였음이니라 16주께서이같이내게이르시

되품군의정한기한같이일년내에게달의영광이다

쇠멸하리니 17게달자손중활가진용사의남은수가

적으리라하시니라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의말씀

이니라

22이상골짜기에관한경고라네가지붕에올라감은

어찜인고 2훤화하며떠들던성, 즐거워하던고을이여

너의죽임을당한자가칼에죽은것도아니요전쟁에

사망한것도아니며 3너의관원들은다함께도망하였

다가활을버리고결박을당하였고너의멀리도망한

자도발견되어다함께결박을당하였도다 4이러므로

내가말하노니돌이켜나를보지말지어다나는슬피

통곡하겠노라내딸백성이패멸하였음을인하여나를

위로하려고힘쓰지말지니라 5이상의골짜기에주만

군의여호와께로서이르는분요와밟힘과혼란의날이

여성벽의무너뜨림과산악에사무치는부르짖는소리

로다 6엘람사람은전통을졌고병거탄자와마병이

함께하였고기르사람은방패를들어내었으니 7병거

는너의아름다운골짜기에가득하였고마병은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그가유다에게덮였던것을벗기매이

날에야네가수풀곳간의병기를바라보았고 9너희가

다윗성의무너진곳이많은것도보며너희가아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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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물로모으며 10또예루살렘의가옥을계수하며그

가옥을헐어성벽을견고케도하며 11너희가또옛못

의물을위하여두성벽사이에저수지를만들었느니

라그러나너희가이일을하신자를앙망하지아니하

였고이일을옛적부터경영하신자를존경하지아니

하였느니라 12그날에주만군의여호와께서명하사

통곡하며애호하며머리털을뜯으며굵은베를띠라

하셨거늘 13너희가기뻐하며즐거워하여소를잡고양

을죽여고기를먹고포도주를마시면서내일죽으리

니먹고마시자하도다 14만군의여호와께서친히내

귀에들려가라사대진실로이죄악은너희죽기까지

속하지못하리라하셨느니라주만군의여호와의말씀

이니라 15주만군의여호와께서가라사대너는가서

그국고를맡고궁을차지한셉나를보고이르기를 16

네가여기무슨관계가있느냐여기누가있기에여기

서너를위하여묘실을팠느냐높은곳에자기를위하

여묘실을팠고반석에자기를위하여처소를쪼아내

었도다 17나여호와가너를단단히속박하고장사같

이맹렬히던지되 18정녕히너를말아싸서공같이광

막한지경에던질것이라주인의집에수치를끼치는

너여네가그곳에서죽겠고네영광의수레도거기있

으리라 19내가너를네관직에서쫓아내며네지위에

서낮추고 20그날에내가힐기야의아들내종엘리아

김을불러 21네옷을그에게입히며네띠를그에게띠

워힘있게하고네정권을그의손에맡기리니그가예

루살렘거민과유다집의아비가될것이며 22내가또

다윗집의열쇠를그의어깨에두리니그가열면닫을

자가없겠고닫으면열자가없으리라 23못이단단한

곳에박힘같이그를견고케하리니그가그아비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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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보좌가될것이요 24그아비집의모든영광이

그위에걸리리니그후손과족속되는각작은그릇곧

종지로부터항아리까지리라 25만군의여호와께서가

라사대그날에는단단한곳에박혔던못이삭으리니

그못이부러져떨어지므로그위에걸린물건이파쇄

되리라하셨다하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

23두로에관한경고라다시스의선척들아너희는슬

피부르짖을찌어다두로가황무하여집이없고들어

갈곳도없음이요이소식이깃딤땅에서부터그들에

게전파되었음이니라 2바다에왕래하는시돈상고로

말미암아부요하게된너희해변거민들아잠잠하라 3

시홀의곡식곧나일의추수를큰물로수운하여들였

으니열국의시장이었도다 4시돈이여, 너는부끄러워

할지어다대저바다곧바다의보장이말하기를나는

구로하지못하였으며생산하지못하였으며청년남자

들을양육하지못하였으며처녀들을생육지도못하였

다하였음이니라 5그소식이애굽에이르면그들이두

로의소식을인하여통도하리로다 6너희는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해변거민아너희는슬피부르짖을지어

다 7이것이고대에건설된너희희락의성곧그백성

이자기발로먼지방까지가서유하던성이냐 8면류

관을씌우던자요그상고들은방백이요그무역자들

은세상에존귀한자이던두로에대하여누가이일을

정하였느뇨 9만군의여호와의정하신것이라모든영

광의교만을욕되게하시며세상의모든존귀한자로

멸시를받게하려하심이니라 10딸다시스여, 나일같

이너희땅에넘칠지어다너를속박함이다시는없으

리라 11여호와께서바다위에손을펴사열방을흔드

시며여호와께서가나안에대하여명을내려그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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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을훼파하게하시고 12가라사대너학대받은처

녀딸시돈아네게다시는희락이없으리니일어나깃

딤으로건너가라거기서도네가평안을얻지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갈대아사람의땅을보라그백성이없

어졌나니곧앗수르사람이들짐승의거하는곳이되

게하였으되그들이망대를세우고궁전을헐어황무

케하였느니라 14다시스의선척들아너희는슬피부르

짖으라너희견고한성이파괴되었느니라 15그날부터

두로가한왕의년한같이칠십년을잊어버림이되었

다가칠십년이필한후에두로는기생노래의뜻같이

될것이라 16잊어버린바되었던기생너여수금을가지

고성읍에두루행하며기묘한곡조로많은노래를불

러서너를다시기억케하라하였느니라 17칠십년이

필한후에여호와께서두로를권고하시리니그가다시

취리하여지면에있는열방과음란을행할것이며 18

그무역한것과이익을거룩히여호와께돌리고간직

하거나쌓아두지아니하리니그무역한것이여호와

앞에거하는자의배불리먹을자료, 잘입을자료가되

리라

24여호와께서땅을공허하게하시며황무하게하시

며뒤집어엎으시고그거민을흩으시리니 2백성과제

사장이일반일것이며종과상전이일반일것이며비

자와가모가일반일것이며사는자와파는자가일반

일것이며채급하는자와채용하는자가일반일것이

며이자를받는자와이자를내는자가일반일것이라

3땅이온전히공허하게되고온전히황무하게되리라

여호와께서이말씀을하셨느니라 4땅이슬퍼하고쇠

잔하며세계가쇠약하고쇠잔하며세상백성중에높은

자가쇠약하며 5땅이또한그거민아래서더럽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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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니이는그들이율법을범하며율례를어기며영

원한언약을파하였음이라 6그러므로저주가땅을삼

켰고그중에거하는자들이정죄함을당하였고땅의

거민이불타서남은자가적으며 7새포도즙이슬퍼하

고포도나무가쇠잔하며마음이즐겁던자가다탄식

하며 8소고치는기쁨이그치고즐거워하는자의소리

가마치고수금타는기쁨이그쳤으며 9노래하며포도

주를마시지못하고독주는그마시는자에게쓰게될

것이며 10약탈을당한성읍이훼파되고집마다닫히었

고들어가는자가없으며 11포도주가없으므로거리에

서부르짖으며모든즐거움이암흑하여졌으며땅의

기쁨이소멸되었으며 12성읍이황무하고성문이파괴

되었느니라 13세계민족중에이러한일이있으리니

곧감람나무를흔듦같고포도를거둔후에그남은것

을주움같을것이니라 14무리가소리를높여부를것

이며여호와의위엄을인하여바다에서부터크게외치

리니 15그러므로너희가동방에서여호와를영화롭게

하며바다모든섬에서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의이

름을영화롭게할것이라 16땅끝에서부터노래하는

소리가우리에게들리기를의로우신자에게영광을돌

리세하도다그러나나는이르기를나는쇠잔하였고

나는쇠잔하였으니내게화가있도다궤휼자가궤휼을

행하도다궤휼자가심히궤휼을행하도다하였도다 17

땅의거민아두려움과함정과올무가네게임하였나니

18두려운소리를인하여도망하는자는함정에빠지겠

고함정속에서올라오는자는올무에걸리리니이는

위에있는문이열리고땅의기초가진동함이라 19땅

이깨어지고깨어지며땅이갈라지고땅이흔들리고

흔들리며 20땅이취한자같이비틀비틀하며침망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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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흔들리며그위의죄악이중하므로떨어지고다시

일지못하리라 21그날에여호와께서높은데서높은

군대를벌하시며땅에서땅왕들을벌하시리니 22그들

이죄수가깊은옥에모임같이모음을입고옥에갇혔

다가여러날후에형벌을받을것이라 23그때에달이

무색하고해가부끄러워하리니이는만군의여호와께

서시온산과예루살렘에서왕이되시고그장로들앞

에서영광을나타내실것임이니라

25여호와여, 주는나의하나님이시라내가주를높이

고주의이름을찬송하오리니주는기사를옛적의정

하신뜻대로성실함과진실함으로행하셨음이라 2주

께서성읍으로무더기를이루시며견고한성읍으로황

무케하시며외인의궁정으로성읍이되지못하게하

사영영히건설되지못하게하셨으므로 3강한민족이

주를영화롭게하며포학한나라들의성읍이주를경

외하리이다 4주는포학자의기세가성벽을충돌하는

폭풍과같을때에빈궁한자의보장이시며환난당한

빈핍한자의보장이시며폭풍중에피난처시며폭양을

피하는그늘이되셨사오니 5마른땅에폭양을제함같

이주께서외인의훤화를그치게하시며폭양을구름

으로가리움같이포학한자의노래를낮추시리이다 6

만군의여호와께서이산에서만민을위하여기름진

것과오래저장하였던포도주로연회를베푸시리니곧

골수가가득한기름진것과오래저장하였던맑은포

도주로하실것이며 7또이산에서모든민족의그가

리워진면박과열방의그덮인휘장을제하시며 8사망

을영원히멸하실것이라주여호와께서모든얼굴에

서눈물을씻기시며그백성의수치를온천하에서제

하시리라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셨느니라 9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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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말하기를이는우리의하나님이시라우리가그를

기다렸으니그가우리를구원하시리로다이는여호와

시라우리가그를기다렸으니우리는그구원을기뻐

하며즐거워하리라할것이며 10여호와의손이이산

에나타나시리니모압이거름물속의초개의밟힘같

이자기처소에서밟힐것인즉 11그가헤엄치는자의

헤엄치려고손을폄같이그속에서그손을펼것이나

여호와께서그교만과그손의교활을누르실것이라

12너의성벽의높은보장을헐어땅에내리시되진토

에미치게하시리라

26그날에유다땅에서이노래를부르리라우리에게

견고한성읍이있음이여여호와께서구원으로성과곽

을삼으시리로다 2너희는문들을열고신을지키는의

로운나라로들어오게할지어다 3주께서심지가견고

한자를평강에평강으로지키시리니이는그가주를

의뢰함이니이다 4너희는여호와를영원히의뢰하라

주여호와는영원한반석이심이로다 5높은데거하는

자를낮추시며솟은성을헐어땅에엎으시되진토에

미치게하셨도다 6발이그것을밟으리니곧빈궁한자

의발과곤핍한자의걸음이리로다 7의인의길은정직

함이여정직하신주께서의인의첩경을평탄케하시도

다 8여호와여,주의심판하시는길에서우리가주를

기다렸사오며주의이름곧주의기념이름을우리영

혼이사모하나이다 9밤에내영혼이주를사모하였사

온즉내중심이주를간절히구하오리니이는주께서

땅에서심판하시는때에세계의거민이의를배움이니

이다 10악인은은총을입을지라도의를배우지아니하

며정직한땅에서불의를행하고여호와의위엄을돌

아보지아니하는도다 11여호와여, 주의손이높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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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지라도그들이보지아니하나이다마는백성을위하

시는주의열성을보면부끄러워할것이라불이주의

대적을사르리이다 12여호와여,주께서우리를위하여

평강을베푸시오리니주께서우리모든일을우리를

위하여이루심이니이다 13여호와우리하나님이시여

주외에다른주들이우리를관할하였사오나우리가

주만의뢰하고주의이름을부르리이다 14그들은죽었

은즉다시살지못하겠고사망하였은즉일어나지못할

것이니이는주께서벌하여멸하사그모든기억을멸

절하였음이니이다 15여호와여, 주께서이나라를더

크게하셨고이나라를더크게하셨나이다스스로영

광을얻으시고이땅의모든경계를확장하셨나이다

16여호와여, 백성이환난중에주를앙모하였사오며

주의징벌이그들에게임할때에그들이간절히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여호와여,잉태한여인이산기가임

박하여구로하며부르짖음같이우리가주의앞에이

러하니이다 18우리가잉태하고고통하였을지라도낳

은것은바람같아서땅에구원을베풀지못하였고세

계의거민을생산치못하였나이다 19주의죽은자들은

살아나고우리의시체들은일어나리이다티끌에거하

는자들아너희는깨어노래하라주의이슬은빛난이

슬이니땅이죽은자를내어놓으리로다 20내백성아

갈지어다네밀실에들어가서네문을닫고분노가지

나기까지잠간숨을지어다 21보라, 여호와께서그처

소에서나오사땅의거민의죄악을벌하실것이라땅이

그위에잦았던피를드러내고그살해당한자를다시

는가리우지아니하리라

27그날에여호와께서그견고하고크고강한칼로

날랜뱀리워야단곧꼬불꼬불한뱀리워야단을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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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며바다에있는용을죽이시리라 2그날에너희는

아름다운포도원을두고노래를부를지어다 3나여호

와는포도원지기가됨이여때때로물을주며밤낮으로

간수하여아무든지상해하지못하게하리로다 4포도

원에대하여노함이없나니질려와형극이나를대적

하여싸운다하자내가그것을밟고모아불사르리라 5

그리하지아니할것같으면나의힘을의지하고나와

화친하며나로더불어화친할것이니라 6후일에는야

곱의뿌리가박히며이스라엘의움이돋고꽃이필것

이라그들이그결실로지면에채우리로다 7주께서그

백성을치셨은들그백성을친자들을치심과같았겠

으며백성이살륙을당하였은들백성을도륙한자의

살륙을당함과같았겠느냐 8주께서백성을적당하게

견책하사쫓아내실때에동풍부는날에폭풍으로그들

을옮기셨느니라 9야곱의불의가속함을얻으며그죄

를없이함을얻을결과는이로인하나니곧그가제단

의모든돌로부숴진횟돌같게하며아세라와태양상

으로다시서지못하게함에있는것이라 10대저견고

한성읍은적막하고거처가황무하며버림이되어광

야와같았은즉송아지가거기서먹고거기누우며그

나무가지를먹어없이하리라 11마르면꺾이나니여인

이와서그것을불사를것이라이백성이지각이없으

므로그들을지으신자가불쌍히여기지아니하시며

그들을조성하신자가은혜를베풀지아니하시리라 12

너희이스라엘자손들아그날에여호와께서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애굽시내에까지과실을떠는것같이

너희를일일이모으시리라 13그날에큰나팔을울려

불리니앗수르땅에서파멸케된자와애굽땅으로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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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난자가돌아와서예루살렘성산에서여호와께경배

하리라

28취한자에브라임의교만한면류관이여화있을진

저술에빠진자의성곧영화로운관같이기름진골짜

기꼭대기에세운성이여쇠잔해가는꽃같으니화있

을진저 2보라, 주께있는강하고힘있는자가쏟아지

는우박같이파괴하는광풍같이큰물의창일함같이

손으로그면류관을땅에던지리니 3에브라임의취한

자의교만한면류관이발에밟힐것이라 4그기름진

골짜기꼭대기에있는그영화의쇠잔해가는꽃이여

름전에처음익은무화과와같으니보는자가그것을

보고얼른따서먹으리로다 5그날에만군의여호와께

서그남은백성에게영화로운면류관이되시며아름

다운화관이되실것이라 6재판석에앉은자에게는판

결하는신이되시며성문에서싸움을물리치는자에게

는힘이되시리로다마는 7이유다사람들도포도주로

인하여옆걸음치며독주로인하여비틀거리며제사장

과선지자도독주로인하여옆걸음치며포도주에빠

지며독주로인하여비틀거리며이상을그릇풀며재

판할때에실수하나니 8모든상에는토한것더러운것

이가득하고깨끗한곳이없도다 9그들이이르기를그

가뉘게지식을가르치며뉘게도를전하여깨닫게하

려는가젖떨어져품을떠난자들에게하려는가 10대

저경계에경계를더하며경계에경계를더하며교훈

에교훈을더하며교훈에교훈을더하되여기서도조

금, 저기서도조금하는구나하는도다 11그러므로생소

한입술과다른방언으로이백성에게말씀하시리라

12전에그들에게이르시기를이것이너희안식이요이

것이너희상쾌함이니너희는곤비한자에게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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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하셨으나그들이듣지아니하였으므로 13여호와

께서그들에게말씀하시되경계에경계를더하며경계

에경계를더하며교훈에교훈을더하며교훈에교훈

을더하고여기서도조금, 저기서도조금하사그들로

가다가뒤로넘어져부러지며걸리며잡히게하시리라

14이러므로예루살렘에있는이백성을치리하는너희

경만한자여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 15너희말이

우리는사망과언약하였고음부와맹약하였은즉넘치

는재앙이유행할지라도우리에게미치지못하리니우

리는거짓으로우리피난처를삼았고허위아래우리

를숨겼음이라하는도다 (Sheol h7585) 16그러므로주여

호와께서가라사대보라내가한돌을시온에두어기

초를삼았노니곧시험한돌이요귀하고견고한기초

돌이라그것을믿는자는급절하게되지아니하리로다

17나는공평으로줄을삼고의로추를삼으니우박이

거짓의피난처를소탕하며물이그숨는곳에넘칠것

인즉 18너희의사망으로더불어세운언약이폐하며

음부로더불어맺은맹약이서지못하여넘치는재앙

이유행할때에너희가그것에게밟힘을당할것이라

(Sheol h7585) 19그것이유행할때마다너희를잡을것이

니아침마다유행하고주야로유행한즉그전하는도

를깨닫는것이오직두려움이라 20침상이짧아서능

히몸을펴지못하며이불이좁아서능히몸을싸지못

함같으리라하셨나니 21대저여호와께서브라심산에

서와같이일어나시며기브온골짜기에서와같이진노

하사자기일을행하시리니그일이비상할것이며자

기공을이루시리니그공이기이할것임이라 22그러

므로너희는경만한자가되지말라너희결박이우심

할까하노라대저온땅을멸망시키기로작정하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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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내가만군의주여호와께로서들었느니라 23너희는

귀를기울여내목소리를들으라자세히내말을들으

라 24파종하려고가는자가어찌끊이지않고갈기만

하겠느냐그땅을개간하며고르게만하겠느냐 25지면

을이미평평히하였으면소회향을뿌리며대회향을

뿌리며소맥을줄줄이심으며대맥을정한곳에심으

며귀리를그가에심지않겠느냐 26이는그의하나님

이그에게적당한방법으로보이사가르치셨음이며 27

소회향은도리깨로떨지아니하며대회향에는수레바

퀴를굴리지아니하고소회향은작대기로떨고대회향

은막대기로떨며 28곡식은부수는가, 아니라늘떨기

만하지아니하고그것에수레바퀴를굴리고그것을

말굽으로밟게할지라도부수지는아니하나니 29이도

만군의여호와께로서난것이라그의모략은기묘하며

지혜는광대하니라

29슬프다아리엘이여아리엘이여다윗의진친성읍

이여년부년절기가돌아오려니와 2내가필경너아리

엘을괴롭게하리니네가슬퍼하고애곡하며내게아

리엘과같이되리라 3내가너를사면으로둘러진을

치며군대로너를에우며대를쌓아너를치리니 4네

가낮아져서땅에서말하며네말소리가나직히티끌

에서날것이라네목소리가신접한자의목소리같이

땅에서나며네말소리가티끌에서지꺼리리라 5그럴

지라도네대적의무리는세미한티끌같겠고강포한

자의무리는불려가는겨같으리니그일이경각간에

갑자기이룰것이라 6만군의여호와께서벽력과지진

과큰소리와회리바람과폭풍과맹렬한불꽃으로그들

을징벌하실것인즉 7아리엘을치는열방의무리곧

아리엘과그보장을쳐서곤고케하는모든자는꿈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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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밤의환상같이되리니 8주린자가꿈에먹었을지

라도깨면그속은여전히비고목마른자가꿈에마셨

을지라도깨면곤비하며그속에갈증이있는것같이

시온산을치는열방의무리가그와같으리라 9너희는

놀라고놀라라너희는소경이되고소경이되라그들

의취함이포도주로인함이아니며그들의비틀거림이

독주로인함이아니라 10대저여호와께서깊이잠들게

하는신을너희에게부어주사너희의눈을감기셨음이

니눈은선지자요너희를덮으셨음이니머리는선견자

라 11그러므로모든묵시가너희에게는마치봉한책

의말이라그것을유식한자에게주며이르기를그대

에게청하노니이를읽으라하면대답하기를봉하였으

니못하겠노라할것이요 12또무식한자에게주며이

르기를그대에게청하노니이를읽으라하면대답하기

를나는무식하다할것이니라 13주께서가라사대이

백성이입으로는나를가까이하며입술로는나를존경

하나그마음은내게서멀리떠났나니그들이나를경

외함은사람의계명으로가르침을받았을뿐이라 14그

러므로내가이백성중에기이한일곧기이하고가장

기이한일을다시행하리니그들중의지혜자의지혜

가없어지고명철자의총명이가리워지리라 15화있을

진저자기의도모를여호와께깊이숨기려하는자여

그일을어두운데서행하며이르기를누가우리를보

랴누가우리를알랴하니 16너희의패리함이심하도

다토기장이를어찌진흙같이여기겠느냐지음을받은

물건이어찌자기를지은자에대하여이르기를그가

나를짓지아니하였다하겠으며빚음을받은물건이

자기를빚은자에대하여이르기를그가총명이없다

하겠느냐 17미구에레바논이기름진밭으로변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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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며기름진밭이삼림으로여김이되지않겠느냐

18그날에귀머거리가책의말을들을것이며어둡고

캄캄한데서소경의눈이볼것이며 19겸손한자가여

호와를인하여기쁨이더하겠고사람중빈핍한자가

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를인하여즐거워하리니 20이

는강포한자가소멸되었으며경만한자가그쳤으며

죄악의기회를엿보던자가다끊어졌음이라 21그들은

송사에사람에게죄를입히며성문에서판단하는자를

올무로잡듯하며헛된일로의인을억울케하느니라

22그러므로아브라함을구속하신여호와께서야곱족

속에대하여말씀하시되야곱이이제부터는부끄러워

아니하겠고그얼굴이이제부터는실색하지아니할것

이며 23그자손은나의손으로그가운데서행한것을

볼때에내이름을거룩하다하며야곱의거룩한자를

거룩하다하며이스라엘의하나님을경외할것이며 24

마음이혼미하던자도총명하게되며원망하던자도

교훈을받으리라하셨느니라

30여호와께서가라사대화있을진저패역한자식들

이여그들이계교를베푸나나로말미암아하지아니

하며맹약을맺으나나의신으로말미암아하지아니

하였음이로다그들이바로의세력안에서스스로강하

려하며애굽의그늘에피하려하여애굽으로내려갔

으되나의입에묻지아니하였으니죄에죄를더하도

다 2 (1절과같음) 3그러므로바로의세력이너희의수

치가되며애굽의그늘에피함이너희의수욕이될것

이라 4그방백들이소안에있고그사신들이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그들이다자기를유익하게못하는민족

을인하여수치를당하리니그민족이돕지도못하며

유익하게도못하고수치가되게하며수욕이되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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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임이니라 6남방짐승에관한경고라사신들이그재

물을어린나귀등에싣고그보물을약대제물안장에

얹고암사자와수사자와독사와및날아다니는불뱀이

나오는위험하고곤고한땅을지나자기에게무익한

민족에게로갔으나 7애굽의도움이헛되고무익하니

라그러므로내가애굽을가만히앉은라합이라일컬

었느니라 8이제가서백성앞에서서판에기록하며책

에써서후세에영영히있게하라 9대저이는패역한

백성이요거짓말하는자식이요여호와의법을듣기

싫어하는자식이라 10그들이선견자에게이르기를선

견하지말라선지자에게이르기를우리에게정직한것

을보이지말라부드러운말을하라거짓된것을보이

라 11너희는정로를버리며첩경에서돌이키라이스라

엘의거룩하신자로우리앞에서떠나시게하라하는

도다 12이러므로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가말씀하시

되너희가이말을업신여기고압박과허망을믿어그

것에의뢰하니 13이죄악이너희로마치무너지게된

높은담이불쑥나와경각간에홀연히무너짐같게하

리라하셨은즉 14그가이나라를훼파하시되토기장이

가그릇을훼파함같이아낌이없이파쇄하시리니그

조각중에서, 아궁이에서불을취하거나물웅덩이에서

물을뜰것도얻지못하리라 15주여호와이스라엘의

거룩하신자가말씀하시되너희가돌이켜안연히처하

여야구원을얻을것이요잠잠하고신뢰하여야힘을

얻을것이어늘너희가원치아니하고 16이르기를아니

라우리가말타고도망하리라한고로너희가도망할

것이요또이르기를우리가빠른짐승을타리라한고

로너희를쫓는자가빠르리니 17한사람이꾸짖은즉

천사람이도망하겠고다섯이꾸짖은즉너희가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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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너희남은자는겨우산꼭대기의깃대같겠고

영위의기호같으리라하셨느니라 18그러나여호와께

서기다리시나니이는너희에게은혜를베풀려하심이

요일어나시리니이는저희를긍휼히여기려하심이라

대저여호와는공의의하나님이심이라무릇그를기다

리는자는복이있도다 19시온에거하며예루살렘에

거하는백성아너는다시통곡하지않을것이라그가

너의부르짖는소리를인하여네게은혜를베푸시되

들으실때에네게응답하시리라 20주께서너희에게환

난의떡과고생의물을주시나네스승은다시숨기지

아니하시리니네눈이네스승을볼것이며 21너희가

우편으로치우치든지좌편으로치우치든지네뒤에서

말소리가네귀에들려이르기를이것이정로니너희

는이리로행하라할것이며 22또너희가너희조각한

우상에입힌은과부어만든우상에올린금을더럽게

하여불결한물건을던짐같이던지며이르기를나가

라하리라 23네가땅에뿌린종자에주께서비를주사

땅소산의곡식으로살찌고풍성케하실것이며그날

에너의가축이광활한목장에서먹을것이요 24밭가

는소와어린나귀도키와육지창으로까부르고맛있

게한먹이를먹을것이며 25크게살륙하는날망대가

무너질때에각고산각준령에개울과시냇물이흐를

것이며 26여호와께서그백성의상처를싸매시며그들

의맞은자리를고치시는날에는달빛은햇빛같겠고

햇빛은칠배가되어일곱날의빛과같으리라 27보라

여호와의이름이원방에서부터오되그의진노가불붙

듯이하며빽빽한연기가일어나듯하며그입술에는

분노가찼으며그혀는맹렬한불같으며 28그호흡은

마치창일하여목에까지미치는하수같은즉그가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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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키로열방을까부르며미혹되게하는자갈을여

러민족의입에먹이시리니 29너희가거룩한절기를

지키는밤에와같이노래할것이며저를불며여호와

의산으로가서이스라엘의반석에게로나아가는자

같이마음에즐거워할것이라 30여호와께서그장엄한

목소리를듣게하시며혁혁한진노로그팔의치심을

보이시되맹렬한화염과폭풍과폭우와우박으로하시

리니 31여호와의목소리에앗수르가낙담할것이며주

께서는막대기로치실것인데 32여호와께서예정하신

몽둥이를앗수르위에더하실때마다소고를치며수

금을탈것이며그는전쟁때에팔을들어그들을치시

리라 33대저도벳은이미설립되었고또왕을위하여

예비된것이라깊고넓게하였고거기불과많은나무

가있은즉여호와의호흡이유황개천같아서이를사

르시리라

31도움을구하러애굽으로내려가는자들은화있을

진저그들은말을의뢰하며병거의많음과마병의심

히강함을의지하고이스라엘의거룩하신자를앙모치

아니하며여호와를구하지아니하거니와 2여호와께

서도지혜로우신즉재앙을내리실것이라그말을변

치아니하시고일어나사악행하는자의집을치시며

행악을돕는자를치시리니 3애굽은사람이요신이아

니며그말들은육체요영이아니라여호와께서그손

을드시면돕는자도넘어지며도움을받는자도엎드

러져서다함께멸망하리라 4여호와께서이같이내게

이르시되큰사자나젊은사자가그식물을움키고으

르렁거릴때에그것을치려고여러목자가불려왔다

할지라도그것이그들의소리로인하여놀라지아니할

것이요그들의떠듦을인하여굴복지아니할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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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나만군의여호와가강림하여시온산과그

영위에서싸울것이며 5새가날개치며그새끼를보호

함같이나만군의여호와가예루살렘을보호할것이

라그것을호위하며건지며넘어와서구원하리라하셨

나니 6이스라엘자손들아저희는심히거역하던자에

게로돌아오라 7너희가자기손으로만들어범죄한은

우상, 금우상을그날에는각사람이던져버릴것이며

8앗수르는칼에엎드러질것이나사람의칼로말미암

음이아니겠고칼에삼키울것이나여러사람의칼로

말미암음이아닐것이며그는칼앞에서도망할것이

요그장정들은복역하는자가될것이라 9그의반석은

두려움을인하여물러가겠고그의방백들은기호를인

하여놀라리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라여호와의불은

시온에있고여호와의풀무는예루살렘에있느니라

32보라장차한왕이의로통치할것이요방백들이

공평으로정사할것이며 2또그사람은광풍을피하는

곳폭우를가리우는곳같을것이며마른땅에냇물같

을것이며곤비한땅에큰바위그늘같으리니 3보는

자의눈이감기지아니할것이요듣는자의귀가기울

어질것이며 4조급한자의마음이지식을깨닫고어눌

한자의혀가민첩하여말을분명히할것이라 5어리

석은자를다시존귀하다칭하지아니하겠고궤휼한

자를다시정대하다말하지아니하리니 6이는어리석

은자는어리석은것을말하며그마음에불의를품어

간사를행하며패역한말로여호와를거스리며주린

자의심령을비게하며목마른자의마시는것을없어

지게함이며 7궤휼한자는그그릇이악하여악한계

획을베풀어거짓말로가련한자를멸하며빈핍한자

가말을바르게할지라도그리함이어니와 8고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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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고명한일을도모하나니그는항상고명한일에서

리라 9너희안일한부녀들아일어나내목소리를들을

지어다너희염려없는딸들아내말에귀를기울일지

라 10너희염려없는여자들아일년남짓이지나면너

희가당황하여하리니포도수확이없으며열매거두

는기한이이르지않을것임이니라 11너희안일한여

자들아떨지어다너희염려없는자들아당황하여할

지어다옷을벗어몸을드러내고베로허리를동일지

이다 12좋은밭을위하며열매많은포도나무를위하

여가슴을치게될것이니라 13형극과질려가내백성

의땅에나며희락의성읍, 기뻐하는모든집에나리니

14필경은위에서부터성신을우리에게부어주시리니

광야가아름다운밭이되며아름다운밭을삼림으로

여기게되리라 15그때에공평이광야에거하며의가

아름다운밭에있으리니 16의의공효는화평이요의의

결과는영원한평안과안전이라 17내백성이화평한

집과안전한거처와종용히쉬는곳에있으려니와 18

먼저그삼림은우박에상하고성읍은파괴되리라 19

모든물가에씨를뿌리고소와나귀를그리로모은너

희는복이있느니라

33화있을진저너학대를당치아니하고도학대하며

속임을입지아니하고도속이는자여네가학대하기를

마치면네가학대를당할것이며네가속이기를그치

면사람이너를속이리라 2여호와여우리에게은혜를

베푸소서우리가주를앙망하오니주는아침마다우리

의팔이되시며환난때에우리의구원이되소서 3진

동시키시는소리로인하여민족들이도망하며주께서

일어나시므로인하여열방이흩어졌나이다 4황충의

모임같이사람이너희노략물을모을것이며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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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뛰어오름같이그들이그위로뛰어오르리라 5여

호와께서는지존하시니이는높은데거하심이요공평

과의로시온에충만케하심이라 6너의시대에평안함

이있으며구원과지혜와지식이풍성할것이니여호

와를경외함이너의보배니라 7보라,그들의용사가

밖에서부르짖으며평화의사신들이슬피곡하며 8대

로가황폐하여행인이끊치며대적이조약을파하고

성읍들을멸시하며사람을생각지아니하며 9땅이슬

퍼하고쇠잔하며레바논은부끄러워마르고사론은사

막과같고바산과갈멜은목엽을떨어치는도다 10여호

와께서가라사대내가이제일어나며내가이제나를

높이며내가이제지극히높이우리니 11너희가겨를

잉태하고짚을해산할것이며너희의호흡은불이되

어너희를삼킬것이며 12민족들은불에굽는횟돌같

겠고베어서물에사르는가시나무같으리로다 13너희

먼데있는자들아나의행한것을들으라너희가까이

있는자들아나의권능을알라 14시온의죄인들이두

려워하며경건치아니한자들이떨며이르기를우리

중에누가삼키는불과함께거하겠으며우리중에누

가영영히타는것과함께거하리요하도다 15오직의

롭게행하는자, 정직히말하는자, 토색한재물을가증

히여기는자,손을흔들어뇌물을받지아니하는자,

귀를막아피흘리려는꾀를듣지아니하는자, 눈을감

아악을보지아니하는자, 16그는높은곳에거하리니

견고한바위가그보장이되며그양식은공급되고그

물은끊치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 17너의눈은그

영광중의왕을보며광활한땅을목도하겠고 18너의

마음에는두려워하던것을생각하여내리라계산하던

자가어디있느냐공세를칭량하던자가어디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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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대를계수하던자가어디있느냐 19네가강포한백

성을다시보지아니하리라그백성은방언이어려워

서네가알아듣지못하며말이이상하여네가깨닫지

못하는자니라 20우리의절기지키는시온성을보라

네눈에안정한처소된예루살렘이보이리니그것은

옮겨지지아니할장막이라그말뚝이영영히뽑히지

아니할것이요그줄이하나도끊치지아니할것이며

21여호와께서는거기서위엄중에우리와함께계시리

니그곳은마치노질하는배나큰배가통행치못할넓

은하수나강이둘림같을것이라 22대저여호와는우

리재판장이시요여호와는우리에게율법을세우신자

시요여호와는우리의왕이시니우리를구원하실것임

이니라 23너의돛대줄이풀렸었고돛대밑을튼튼히

하지못하였었고돛을달지못하였느니라때가되면

많은재물을탈취하여나누리니저는자도그재물을

취할것이며 24그거민은내가병들었노라하지아니

할것이라거기거하는백성이사죄함을받으리라

34열국이여너희는나아와들을지어다민족들이여

귀를기울일지어다땅과땅에충만한것, 세계와세계

에서나는모든것이여들을지어다 2대저여호와께서

만국을향하여진노하시며그들의만군을향하여분내

사그들을진멸하시며살륙케하셨은즉 3그살륙당한

자는내어던진바되며그사체의악취가솟아오르고

그피에산들이녹을것이며 4하늘의만상이사라지고

하늘들이두루마리같이말리되그만상의쇠잔함이

포도나무잎이마름같고무화과나무잎이마름같으

리라 5여호와의칼이하늘에서족하게마셨은즉보라

이것이에돔위에내리며멸망으로정한백성위에내

려서그를심판할것이라 6여호와의칼이피곧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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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염소의피에만족하고기름곧수양의콩팥기름

에윤택하니이는여호와께서보스라에서희생을내시

며에돔땅에서큰살륙을행하심이라 7들소와송아지

와수소가한가지로도살장에내려가니그들의땅이

피에취하며흙이기름으로윤택하리라 8이것은여호

와의보수할날이요시온의송사를위하여신원하실

해라 9에돔의시내들은변하여역청이되고그티끌은

유황이되고그땅은불붙는역청이되며 10낮에나밤

에나꺼지지않고그연기가끊임없이떠오를것이며

세세에황무하여그리로지날자가영영히없겠고 11

당아와고슴도치가그땅을차지하며부엉이와까마귀

가거기거할것이라여호와께서혼란의줄과공허의

추를에돔에베푸실것인즉 12그들이국가를이으려

하여귀인들을부르되아무도없겠고그모든방백도

없게될것이요 13그궁궐에는가시나무가나며그견

고한성에는엉겅퀴와새품이자라서시랑의굴과타

조의처소가될것이니 14들짐승이이리와만나며수

염소가그동류를부르며올빼미가거기거하여쉬는

처소를삼으며 15부엉이가거기깃들이고알을낳아

까서그그늘에모으며솔개들도그짝과함께거기모

이리라 16너희는여호와의책을자세히읽어보라이것

들이하나도빠진것이없고하나도그짝이없는것이

없으리니이는여호와의입이이를명하셨고그의신

이이것들을모으셨음이라 17여호와께서그것들을위

하여제비를뽑으시며친수로줄을띠어그땅을그것

들에게나눠주셨으니그것들이영영히차지하며대대

로거기거하리라

35광야와메마른땅이기뻐하며사막이백합화같이

피어즐거워하며 2무성하게피어기쁜노래로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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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레바논의영광과갈멜과사론의아름다움을얻을

것이라그것들이여호와의영광곧우리하나님의아

름다움을보리로다 3너희는약한손을강하게하여주

며떨리는무릎을굳게하여주며 4겁내는자에게이

르기를너는굳세게하라두려워말라보라너희하나

님이오사보수하시며보복하여주실것이라그가오

사너희를구하시리라하라 5그때에소경의눈이밝

을것이며귀머거리의귀가열릴것이며 6그때에저

는자는사슴같이뛸것이며벙어리의혀는노래하리

니이는광야에서물이솟겠고사막에서시내가흐를

것임이라 7뜨거운사막이변하여못이될것이며메마

른땅이변하여원천이될것이며시랑의눕던곳에풀

과갈대와부들이날것이며 8거기대로가있어그길

을거룩한길이라일컫는바되리니깨끗지못한자는

지나지못하겠고오직구속함을입은자들을위하여

있게된것이라우매한행인은그길을범치못할것이

며 9거기는사자가없고사나운짐승이그리로올라가

지아니하므로그것을만나지못하겠고오직구속함을

얻은자만그리로행할것이며 10여호와의속량함을

얻은자들이돌아오되노래하며시온에이르러그머

리위에영영한희락을띠고기쁨과즐거움을얻으리

니슬픔과탄식이달아나리로다

36히스기야왕십사년에앗수르왕산헤립이올라와

서유다모든견고한성을쳐서취하니라 2앗수르왕

이라기스에서부터랍사게를예루살렘으로보내되대

군을거느리고히스기야왕에게로가게하매그가세

탁업자의터의대로윗못수도구곁에서매 3힐기야의

아들궁내대신엘리아김과서기관셉나와아삽의아

들사관요아가그에게나아가니라 4랍사게가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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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르되이제히스기야에게고하라대왕앗수르왕

이이같이말씀하시기를네가의뢰하니무엇을의뢰하

느냐 5내가말하노니네가족히싸울모략과용맹이

있노라함은입술에붙은말뿐이니라네가이제누구

를의뢰하고나를반역하느냐 6보라,네가애굽을의

뢰하도다그것은상한갈대지팡이와일반이라사람이

그것을의지하면손에찔려들어가리니애굽왕바로

는그의뢰하는자에게이와같으니라 7혹시네가내게

이르기를우리는우리하나님여호와를의뢰하노라하

리라마는그는그의산당과제단을히스기야가제하

여버리고유다와예루살렘에명하기를너희는이제

단앞에서만경배하라하던그신이아니냐하셨느니

라 8그러므로이제청하노니내주앗수르왕과내기

하라나는네게말이천필을주어도너는그탈자를능

히내지못하리라 9그런즉네가어찌내주의종가운

데극히작은장관한사람인들물리칠수있으랴어찌

애굽을의뢰하여병거와기병을얻으려하느냐 10내가

이제올라와서이땅을멸하는것이여호와의뜻이없

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기를올라가그

땅을쳐서멸하라하셨느니라 11이에엘리아김과셉나

와요아가랍사게에게이르되우리가아람방언을아

오니청컨대그방언으로당신의종들에게말씀하고

성위에있는백성의듣는데서유다방언으로말하지

마소서 12랍사게가가로되내주께서이일을네주와

네게만말하라고나를보내신것이냐너희와함께자

기의대변을먹으며자기의소변을마실성위에앉은

사람들에게도하라고보내신것이아니냐 13이에랍사

게가일어서서유다방언으로크게외쳐가로되너희

는대왕앗수르왕의말씀을들으라 14왕의말씀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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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히스기야에게미혹되지말라그가능히너희를

건지지못할것이니라 15히스기야가너희로여호와를

의뢰하게하려는것을받지말라그가말하기를여호

와께서반드시우리를건지시리니이성이앗수르왕

의손에붙임이되지아니하리라할지라도 16히스기야

를청종치말라앗수르왕이또말씀하시기를너희는

내게항복하고내게로나아오라그리하면너희가각각

자기의포도와자기의무화과를먹을것이며각각자

기의우물물을마실것이요 17내가와서너희를너희

본토와같이곡식과포도주와떡과포도원이있는땅

에옮기기까지하리라 18혹시히스기야가너희에게이

르기를여호와께서우리를건지시리라할지라도꾀임

을받지말라열국의신들중에그땅을앗수르왕의손

에서건진자가있느냐 19하맛과아르밧의신들이어

디있느냐스발와임의신들이어디있느냐그들이사

마리아를내손에서건졌느냐 20이열방의신들중에

어떤신이그나라를내손에서건져내었기에여호와

가능히예루살렘을내손에서건지겠느냐하셨느니라

21그러나그들이잠잠하여한말도대답지아니하였으

니이는왕이그들에게명하여대답지말라하였음이

었더라 22때에힐기야의아들궁내대신엘리아김과서

기관셉나와아삽의아들사관요아가그옷을찢고히

스기야에게나아가서랍사게의말을고하니라

37히스기야왕이듣고그옷을찢고굵은베를입고

여호와의전으로갔고 2궁내대신엘리아김과서기관

셉나와제사장중어른들도굵은베를입으니라왕이

그들을아모스의아들선지자이사야에게로보내며 3

그들이이사야에게이르되히스기야의말씀에오늘은

환난과책벌과능욕의날이라아이를낳으려하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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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힘이없음같도다 4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서랍

사게의말을들으셨을것이라그가그주앗수르왕의

보냄을받고사시는하나님을훼방하였은즉당신의하

나님여호와께서혹시그말에견책하실까하노라그

런즉바라건대당신은이남아있는자를위하여기도

하라하시더이다 5이와같이히스기야왕의신하들이

이사야에게나아가매 6이사야가그들에게이르되너

희는너희주에게이렇게고하라여호와께서말씀하시

되너희의들은바앗수르왕의종들이나를능욕한말

을인하여두려워말라 7보라, 내가신을그의속에두

리니그가풍성을듣고그고토로돌아갈것이며또내

가그를그고토에서칼에죽게하리라하셨느니라 8

랍사게가앗수르왕이라기스를떠났다함을듣고돌

아가다가그왕이립나치는것을만나니라 9그때에

앗수르왕이구스왕디르하가의일에대하여들은즉

이르기를그가나와서왕과싸우려한다하는지라이

말을듣고사자들을히스기야에게보내며가로되 10앗

수르왕들이모든나라에어떤일을행하였으며그것

을어떻게멸절시켰는지네가들었으리니네가건짐을

얻겠느냐 11나의열조가멸하신열방고산과하란과

레셉과및들라살에거하는에덴자손을그나라신들

이건졌더냐 12하맛왕과아르밧왕과스발와임성(城

)의왕과헤나왕과이와왕이어디있느냐하라하였더

라 13히스기야가사자의손에서글을받아보고여호

와의전에올라가서그글을여호와앞에펴놓고 14여

호와께기도하여가로되 15그룹사이에계신이스라엘

하나님만군의여호와여,주는천하만국의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주께서천지를조성하셨나이다 16여호

와여, 귀를기울여들으시옵소서여호와여, 눈을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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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옵소서산헤립이사자로사시는하나님을훼방한모

든말을들으시옵소서 17여호와여, 앗수르왕들이과

연열국과그땅을황폐케하였고 18그들의신(神)들을

불에던졌사오나이들은참신이아니라사람의손으

로만든것뿐이요나무와돌이라그러므로멸망을당

하였나이다 19우리하나님여호와여이제우리를그의

손에서구원하사천하만국으로주만여호와이신줄을

알게하옵소서 20아모스의아들이사야가보내어히스

기야에게이르되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

하시되네가앗수르왕산헤립의일로내게기도하였

도다하시고 21여호와께서그에대하여이같이이르시

되처녀딸시온이너를멸시하며조소하였고딸예루

살렘이너를향하여머리를흔들었느니라 22네가훼방

하며능욕한것은누구에게냐네가소리를높이며눈

을높이들어향한것은누구에게냐곧이스라엘의거

룩한자에게니라 23네가네종으로주를훼방하여이

르기를내가나의허다한병거를거느리고산들의꼭

대기에올라가며레바논의깊은곳에이르렀으니높은

백향목과아름다운향나무를베고또그한계되는높

은곳에들어가며살진땅의수풀에이를것이며 24내

가우물을파서물을마셨으니나의발바닥으로애굽

의모든하수를밟아말리리라하였도다 25네가어찌

듣지못하였겠느냐?이일들은내가태초부터행한바

요상고부터정한바로서이제내가이루어너로견고

한성을헐어돌무더기가되게하였노라 26그러므로

그거민들이힘이약하여놀라며수치를당하여들의

풀같이,푸른나물같이,지붕의풀같이,자라지못한

곡초같았었느니라 27네거처와네출입과나를거스

려분노함을내가아노라 28네가나를거스려분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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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네오만함이내귀에들렸으므로내가갈고리로네

코를꿰며자갈을네입에먹여너를오던길로돌아가

게하리라하셨나이다 29왕이여이것이왕에게징조가

되리니금년에는스스로난것을먹을것이요제이년

에는또거기서난것을먹을것이요제삼년에는심고

거두며포도나무를심고그열매를먹을것이니이다

30유다족속중에피하여남는자는다시아래로뿌리

를박고위로열매를맺히리니 31이는남는자가예루

살렘에서나오며피하는자가시온에서나올것임이라

만군의여호와의열심이이를이루시리이다 32그가오

던길곧그길로돌아가고이성에이르지못하리라나

여호와의말이니라 33대저내가나를위하며내종다

윗을위하여이성을보호하며구원하리라하셨나이다

34여호와의사자가나가서앗수르진중에서십팔만

오천인을쳤으므로아침에일찌기일어나본즉시체

뿐이라 35이에앗수르왕산헤립이떠나돌아가서니

느웨에거하더니 36자기신니스록의묘에서경배할

때에그아들아드람멜렉과사레셀이그를칼로죽이

고아라랏땅으로도망한고로그아들에살핫돈이이

어왕이되니라

38그즈음에히스기야가병들어죽게되니아모스의

아들선지자이사야가나와서그에게이르되여호와께

서이같이말씀하시기를너는네집에유언하라네가

죽고살지못하리라하셨나이다 2히스기야가얼굴을

벽으로향하고여호와께기도하여 3가로되여호와여

구하오니내가주의앞에서진실과전심으로행하며

주의목전에서선하게행한것을추억하옵소서하고

심히통곡하니 4이에여호와의말씀이이사야에게임

하니라가라사대 5너는가서히스기야에게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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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조상다윗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기

를내가네기도를들었고네눈물을보았노라내가네

수한에십오년을더하고 6너와이성을앗수르왕의

손에서건져내겠고내가또이성을보호하리라 7나

여호와가말한것을네게이룰증거로이징조를네게

주리라 8보라아하스의일영표에나아갔던해그림자

를뒤로십도를물러가게하리라하셨다하라하시더

니이에일영표에나아갔던해의그림자가십도를물

러가니라 9유다왕히스기야가병들었다가그병이나

을때에기록한글이이러하니라 10내가말하기를내

가중년에음부의문에들어가고여년을빼앗기게되

리라하였도다 (Sheol h7585) 11내가또말하기를내가다

시는여호와를뵈옵지못하리니생존세계에서다시는

여호와를뵈옵지못하겠고내가세상거민중에서한

사람도다시는보지못하리라하였도다 12나의거처는

목자의장막을걷음같이나를떠나옮겼고내가내생

명을말기를직공이베를걷어말음같이하였도다주

께서나를틀에서끊으시리니나의명이조석간에마

치리이다 13내가아침까지견디었사오나주께서사자

같이나의모든뼈를꺾으시오니나의명이조석간에

마치리이다 14나는제비같이학같이지저귀며비둘

기같이슬피울며나의눈이쇠하도록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내가압제를받사오니나의중보가되옵소서

15주께서내게말씀하시고또친히이루셨사오니내가

무슨말씀을하오리이까내영혼의고통을인하여내

가종신토록각근히행하리이다 16주여, 사람의사는

것이이에있고내심령의생명도온전히거기있사오

니원컨대나를치료하시며나를살려주옵소서 17보옵

소서내게큰고통을더하신것은내게평안을주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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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주께서나의영혼을사랑하사멸망의구덩이에

서건지셨고나의모든죄는주의등뒤에던지셨나이

다 18음부가주께사례하지못하며사망이주를찬양

하지못하며구덩이에들어간자가주의신실을바라

지못하되 (Sheol h7585) 19오직산자곧산자는오늘날

내가하는것과같이주께감사하며주의신실을아비

가그자녀에게알게하리이다 20여호와께서나를구

원하시리니우리가종신토록여호와의전에서수금으

로나의노래를노래하리로다 21이사야는이르기를한

뭉치무화과를취하여종처에붙이면왕이나으리라

하였었고 22히스기야도말하기를내가여호와의전에

올라갈징조가무엇이뇨하였었더라

39그때에발라단의아들바벨론왕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병들었다가나았다함을듣고글과예물을

보낸지라 2히스기야가사자를인하여기뻐하여그에

게궁중보물곧은금과향료와보배로운기름과모든

무기고와보물고에있는것을다보였으니궁중의소

유와전국내의소유를보이지아니한것이없은지라 3

이에선지자이사야가히스기야왕에게나아와묻되그

사람들이무슨말을하였으며어디서왕에게왔나이까

히스기야가가로되그들이원방곧바벨론에서내게

왔나이다 4이사야가가로되그들이왕의궁전에서무

엇을보았나이까히스기야가대답하되그들이내궁전

에있는것을다보았나이다내보물은보이지아니한

것이하나도없나이다 5이사야가히스기야에게이르

되왕은만군의여호와의말씀을들으소서 6보라날이

이르리니네집에있는모든소유와네열조가오늘까

지쌓아둔것이모두바벨론으로옮긴바되고남을것

이없으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7또네게서날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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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몇이사로잡혀바벨론왕궁의환관이되리라

하셨나이다 8히스기야가이사야에게이르되당신의

이른바여호와의말씀이좋소이다또가로되나의생

전에는평안과견고함이있으리로다하니라

40너희하나님이가라사대너희는위로하라내백성

을위로하라 2너희는정다이예루살렘에말하며그것

에게외쳐고하라그복역의때가끝났고그죄악의사

함을입었느니라그모든죄를인하여여호와의손에

서배나받았느니라할지니라 3외치는자의소리여가

로되너희는광야에서여호와의길을예비하라사막에

서우리하나님의대로를평탄케하라 4골짜기마다돋

우어지며산마다작은산마다낮아지며고르지않은

곳이평탄케되며험한곳이평지가될것이요 5여호

와의영광이나타나고모든육체가그것을함께보리

라대저여호와의입이말씀하셨느니라 6말하는자의

소리여가로되외치라대답하되내가무엇이라외치리

이이까?가로되모든육체는풀이요그모든아름다움

은들의꽃같으니 7풀은마르고꽃은시듦은여호와

의기운이그위에붊이라이백성은실로풀이로다 8

풀은마르고꽃은시드나우리하나님의말씀은영영

히서리라하라 9아름다운소식을시온에전하는자여

너는높은산에오르라아름다운소식을예루살렘에

전하는자여너는힘써소리를높이라두려워말고소

리를높여유다의성읍들에이르기를너희하나님을

보라하라 10보라, 주여호와께서장차강한자로임하

실것이요친히그팔로다스리실것이라보라상급이

그에게있고보응이그앞에있으며 11그는목자같이

양무리를먹이시며어린양을그팔로모아품에안으

시며젖먹이는암컷들을온순히인도하시리로다 12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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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손바닥으로바다물을헤아렸으며뼘으로하늘을

재었으며땅의티끌을되에담아보았으며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작은산들을달아보았으랴 13누가

여호와의신을지도하였으며그의모사가되어그를

가르쳤으랴 14그가누구로더불어의논하셨으며누가

그를교훈하였으며그에게공평의도로가르쳤으며지

식을가르쳤으며통달의도를보여주었느뇨 15보라,

그에게는열방은통의한방울물같고저울의적은티

끌같으며섬들은떠오르는먼지같으니 16레바논짐

승들은번제소용에도부족하겠고그삼림은그화목

소용에도부족할것이라 17그앞에는모든열방이아

무것도아니라그는그들을없는것같이,빈것같이

여기시느니라 18그런즉너희가하나님을누구와같다

하겠으며무슨형상에비기겠느냐 19우상은장인이부

어만들었고장색이금으로입혔고또위하여은사슬

을만든것이니라 20궁핍하여이런것을드리지못하

는자는썩지않는나무를택하고공교한장인을구하

여우상을만들어서흔들리지않도록세우느니라 21너

희가알지못하였느냐? 너희가듣지못하였느냐? 태초

부터너희에게전하지아니하였느냐땅의기초가창조

될때부터너희가깨닫지못하였느냐 22그는땅위궁

창에앉으시나니땅의거민들은메뚜기같으니라그가

하늘을차일같이펴셨으며거할천막같이베푸셨고

23귀인들을폐하시며세상의사사들을헛되게하시나

니 24그들은겨우심기웠고겨우뿌리웠고그줄기가

겨우땅에뿌리를박자곧하나님의부심을받고말라

회리바람에불려가는초개같도다 25거룩하신자가가

라사대그런즉너희가나를누구에게비기며나로그

와동등이되게하겠느냐하시느니라 26너희는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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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들어누가이모든것을창조하였나보라주께서

는수효대로만상을이끌어내시고각각그이름을부

르시나니그의권세가크고그의능력이강하므로하

나도빠짐이없느니라 27야곱아, 네가어찌하여말하

며이스라엘아네가어찌하여이르기를내사정은여

호와께숨겨졌으며원통한것은내하나님에게서수리

하심을받지못한다하느냐 28너는알지못하였느냐?

듣지못하였느냐?영원하신하나님여호와땅끝까지

창조하신자는피곤치아니하시며곤비치아니하시며

명철이한이없으시며 29피곤한자에게는능력을주시

며무능한자에게는힘을더하시나니 30소년이라도피

곤하며곤비하며장정이라도넘어지며자빠지되 31오

직여호와를앙망하는자는새힘을얻으리니독수리

의날개치며올라감같을것이요달음박질하여도곤비

치아니하겠고걸어가도피곤치아니하리로다

41섬들아, 내앞에잠잠하라민족들아, 힘을새롭게

하라가까이나아오라그리하고말하라우리가가까이

하여서로변론하자 2누가동방에서사람을일으키며

의로불러서자기발앞에이르게하였느뇨열국으로

그앞에굴복케하며그로왕들을치리하게하되그들

로그의칼에티끌같게, 그의활에불리는초개같게하

매 3그가그들을쫓아서그발로가보지못한길을안

전히지났나니 4이일을누가행하였느냐?누가이루

었느냐?누가태초부터만대를명정하였느냐나여호

와라태초에도나요나중있을자에게도내가곧그니

라 5섬들이보고두려워하며땅끝이무서워떨며함

께모여와서 6각기이웃을도우며그형제에게이르기

를너는담대하라하고 7목공은금장색을장려하며마

치로고르게하는자는메질군을장려하며가로되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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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잘된다하며못을단단히박아우상으로흔들리지

않게하는도다 8그러나나의종너이스라엘아나의

택한야곱아나의벗아브라함의자손아 9내가땅끝에

서부터너를붙들며땅모퉁이에서부터너를부르고

네게이르기를너는나의종이라내가너를택하고싫

어버리지아니하였다하였노라 10두려워말라내가너

와함께함이니라놀라지말라나는네하나님이됨이

니라내가너를굳세게하리라참으로너를도와주리

라참으로나의의로운오른손으로너를붙들리라 11

보라, 네게노하던자들이수치와욕을당할것이요너

와다투는자들이아무것도아닌것같이될것이며멸

망할것이라 12네가찾아도너와싸우던자들을만나

지못할것이요너를치는자들은아무것도아닌것같

이, 허무한것같이되리니 13이는나여호와너의하나

님이네오른손을붙들고네게이르기를두려워말라

내가너를도우리라할것임이니라 14지렁이같은너

야곱아, 너희이스라엘사람들아두려워말라나여호

와가말하노니내가너를도울것이라네구속자는이

스라엘의거룩한자니라 15보라, 내가너로이가날카

로운새타작기계를삼으리니네가산들을쳐서부스

러기를만들것이며작은산들로겨같게할것이라 16

네가그들을까부른즉바람이그것을날리겠고회리바

람이그것을흩어버릴것이로되너는여호와로인하여

즐거워하겠고이스라엘의거룩한자로인하여자랑하

리라 17가련하고빈핍한자가물을구하되물이없어

서갈증으로그들의혀가마를때에나여호와가그들

에게응답하겠고나이스라엘의하나님이그들을버리

지아니할것이라 18내가자산에강을열며골짜기가

운데샘이나게하며광야로못이되게하며마른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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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샘근원이되게할것이며 19내가광야에는백향목

과싯딤나무와화석류와들감람나무를심고사막에는

잣나무와소나무와황양목을함께두리니 20무리가그

것을보고여호와의손이지은바요이스라엘의거룩

한자가창조한바인줄알며헤아리며깨달으리라 21

나여호와가말하노니너희우상들은소송을일으키라

야곱의왕이말하노니너희는확실한증거를보이라

22장차당할일을우리에게진술하라또이전일의어

떠한것도고하라우리가연구하여그결국을알리라

혹장래사를보이며 23후래사를진술하라너희의신

됨을우리가알리라또복을내리든지화를내리라우

리가함께보고놀라리라 24과연너희는아무것도아

니며너희일은허망하며너희를택한자는가증하니

라 25내가한사람을일으켜북방에서오게하며내이

름을부르는자를해돋는곳에서오게하였나니그가

이르러방백들을회삼물같이,토기장이의진흙밟음

같이밟을것이니 26누가처음부터이일을우리에게

고하여알게하였느뇨누가이전부터우리에게고하

여이가옳다고말하게하였느뇨능히고하는자도없

고보이는자도없고너희말을듣는자도없도다 27내

가비로소시온에이르기를너희는보라그들을보라

하였노라내가기쁜소식전할자를예루살렘에주리

라 28내가본즉한사람도없으며내가물어도그들가

운데한말도능히대답할모사가없도다 29과연그들

의모든행사는공허하며허무하며그들의부어만든

우상은바람이요허탄한것뿐이니라

42내가붙드는나의종, 내마음에기뻐하는나의택

한사람을보라내가나의신을그에게주었은즉그가

이방에공의를베풀리라 2그는외치지아니하며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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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높이지아니하며그소리로거리에들리게아니

하며 3상한갈대를꺾지아니하며꺼져가는등불을끄

지아니하고진리로공의를베풀것이며 4그는쇠하지

아니하며낙담하지아니하고세상에공의를세우기에

이르리니섬들이그교훈을앙망하리라 5하늘을창조

하여펴시고땅과그소산을베푸시며땅위의백성에

게호흡을주시며땅에행하는자에게신을주시는하

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 6나여호와가의

로너를불렀은즉내가네손을잡아너를보호하며너

를세워백성의언약과이방의빛이되게하리니 7네

가소경의눈을밝히며갇힌자를옥에서이끌어내며

흑암에처한자를간(間)에서나오게하리라 8나는여

호와니이는내이름이라나는내영광을다른자에게,

내찬송을우상에게주지아니하리라 9보라,전에예

언한일이이미이루었느니라이제내가새일을고하

노라그일이시작되기전이라도너희에게이르노라

10항해하는자와바다가운데만물과섬들과그거민

들아여호와께새노래로노래하며땅끝에서부터찬

송하라 11광야와거기있는성읍들과게달사람의거

하는촌락들은소리를높이라셀라의거민들은노래하

며산꼭대기에서즐거이부르라 12여호와께영광을

돌리며섬들중에서그의찬송을선전할지어다 13여호

와께서용사같이나가시며전사같이분발하여외쳐

크게부르시며그대적을크게치시리로다 14내가오

래동안고요히하며잠잠하여참았으나이제는내가

해산하는여인같이부르짖으리니숨이차서심히헐

떡일것이라 15내가큰산과작은산을황무케하며그

초목을마르게하며강들로섬이되게하며못들을마

르게할것이며 16내가소경을그들의알지못하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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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끌며그들의알지못하는첩경으로인도하며흑

암으로그앞에광명이되게하며굽은데를곧게할것

이라내가이일을행하여그들을버리지아니하리니

17조각한우상을의뢰하며부어만든우상을향하여

너희는우리의신이라하는자는물리침을받아크게

수치를당하리라 18너희귀머거리들아들으라너희소

경들아밝히보라 19소경이누구냐?내종이아니냐?

누가나의보내는나의사자같이귀머거리겠느냐누

가나와친한자같이소경이겠느냐누가여호와의종

같이소경이겠느냐 20네가많은것을볼지라도유의치

아니하며귀는밝을지라도듣지아니하는도다 21여호

와께서자기의의로우심을인하여기쁨으로그교훈을

크게하며존귀케하려하셨으나 22이백성이도적맞

으며탈취를당하며다굴속에잡히며옥에갇히도다

노략을당하되구할자가없고탈취를당하되도로주

라할자가없도다 23너희중에누가이일에귀를기울

이겠느냐?누가장래사를삼가듣겠느냐? 24야곱으로

탈취를당케하신자가누구냐?이스라엘을도적에게

붙이신자가누구냐? 여호와가아니시냐? 우리가그에

게범죄하였도다백성들이그길로행치아니하며그

율법을순종치아니하였도다 25그러므로여호와께서

진노와전쟁의위력으로이스라엘에게베푸시매그사

방으로불붙듯하나깨닫지못하며몸이타나마음에

두지아니하는도다

43야곱아,너를창조하신여호와께서이제말씀하시

느니라이스라엘아너를조성하신자가이제말씀하시

느니라너는두려워말라내가너를구속하였고내가

너를지명하여불렀나니너는내것이라 2네가물가

운데로지날때에내가함께할것이라강을건널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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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너를침몰치못할것이며네가불가운데로행할

때에타지도아니할것이요불꽃이너를사르지도못

하리니 3대저나는여호와네하나님이요이스라엘의

거룩한자요네구원자임이라내가애굽을너의속량

물로,구스와스바를너의대신으로주었노라 4내가

너를보배롭고존귀하게여기고너를사랑하였은즉내

가사람들을주어너를바꾸며백성들로네생명을대

신하리니 5두려워말라내가너와함께하여네자손

을동방에서부터오게하며서방에서부터너를모을것

이며 6내가북방에게이르기를놓으라남방에게이르

기를구류하지말라내아들들을원방에서이끌며내

딸들을땅끝에서오게하라 7무릇내이름으로일컫

는자곧내가내영광을위하여창조한자를오게하라

그들을내가지었고만들었니라 8눈이있어도소경이

요귀가있어도귀머거리인백성을이끌어내라 9열방

은모였으며민족들이회집하였은들그들중에누가

능히이일을고하며이전일을우리에게보이겠느냐

그들로증인을세워서자기의옳음을나타내어듣는

자들로옳다말하게하라 10나여호와가말하노라너

희는나의증인, 나의종으로택함을입었나니이는너

희로나를알고믿으며내가그인줄깨닫게하려함이

라나의전에지음을받은신이없었느니라나의후에

도없으리라 11나곧나는여호와라! 나외에구원자가

없느니라 12내가고하였으며구원하였으며보였고너

희중에다른신이없었나니그러므로너희는나의증

인이요나는하나님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13과연

태초부터나는그니내손에서능히건질자가없도다

내가행하리니누가막으리요 14너희의구속자요이스

라엘의거룩한자여호와가말하노라너희를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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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벨론에보내어모든갈대아사람으로자기들의

연락하던배를타고도망하여내려가게하리라 15나는

여호와너희의거룩한자요이스라엘의창조자요너희

왕이니라 16바다가운데길을, 큰물가운데첩경을내

고 17병거와말과군대의용사를이끌어내어서그들

로일시에엎드러져일지못하고소멸하기를꺼져가는

등불같게한나여호와가말하노라 18너희는이전일

을기억하지말며옛적일을생각하지말라 19보라, 내

가새일을행하리니이제나타낼것이라너희가그것

을알지못하겠느냐정녕히내가광야에길과사막에

강을내리니 20장차들짐승곧시랑과및타조도나를

존경할것은내가광야에물들을, 사막에강들을내어

내백성,나의택한자로마시게할것임이라 21이백성

은내가나를위하여지었나니나의찬송을부르게하

려함이니라 22그러나야곱아너는나를부르지아니하

였고이스라엘아너는나를괴로와하였으며 23네번

제의양을내게로가져오지아니하였고네제물로나

를공경하지아니하였느니라나는예물로인하여너를

수고롭게아니하였고유향으로인하여너를괴롭게

아니하였거늘 24너는나를위하여돈으로향품을사지

아니하며희생의기름으로나를흡족케아니하고네

죄짐으로나를수고롭게하며네악으로나를괴롭게

하였느니라 25나곧나는나를위하여네허물을도말

하는자니네죄를기억지아니하리라 26너는나로기

억이나게하고서로변론하자너는네일을말하여의

를나타내라 27네시조가범죄하였고너의교사들이

나를배역하였나니 28그러므로내가성소의어른들로

욕을보게하며야곱으로저주를입게하며이스라엘

로비방거리가되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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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나의종야곱, 나의택한이스라엘아이제들으라 2

너를지으며너를모태에서조성하고너를도와줄여

호와가말하노라나의종야곱, 나의택한여수룬아두

려워말라 3대저내가갈한자에게물을주며마른땅

에시내가흐르게하며나의신을네자손에게, 나의복

을네후손에게내리리니 4그들이풀가운데서솟아나

기를시냇가의버들같이할것이라 5혹은이르기를나

는여호와께속하였다할것이며혹은야곱의이름으

로자칭할것이며혹은자기가여호와께속하였음을

손으로기록하고이스라엘의이름으로칭호하리라 6

이스라엘의왕인여호와, 이스라엘의구속자인만군의

여호와가말하노라나는처음이요나는마지막이라나

외에다른신이없느니라 7내가옛날백성을세운이

후로나처럼외치며고하며진술할자가누구뇨있거

든될일과장차올일을고할지어다 8너희는두려워

말며겁내지말라내가예로부터너희에게들리지아

니하였느냐고하지아니하였느냐너희는나의증인이

라나외에신이있겠느냐과연반석이없나니다른신

이있음을알지못하노라 9우상을만드는자는다허

망하도다그들의기뻐하는우상은무익한것이어늘그

것의증인들은보지도못하며알지도못하니그러므로

수치를당하리라 10신상을만들며무익한우상을부어

만든자가누구뇨 11보라, 그동류가다수치를당할것

이라그장색들은사람이라그들이다모여서서두려

워하며함께수치를당할것이니라 12철공은철을숯

불에불리고메로치고강한팔로괄리므로심지어주

려서기력이진하며물을마시지아니하여곤비하며

13목공은줄을늘여재고붓으로긋고대패로밀고정

규로그어사람의아름다움을따라인형을새겨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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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게하며 14그는혹백향목을베이며혹디르사나무

와상수리나무를취하며혹삼림중에자기를위하여

한나무를택하며혹나무를심고비에자라게도하나

니 15무릇이나무는사람이화목을삼는것이어늘그

가그것을가지고자기몸을더웁게도하고그것으로

불을피워서떡을굽기도하고그것으로신상을만들

어숭배하며우상을만들고그앞에부복하기도하는

구나 16그중에얼마는불사르고얼마는고기를삶아

먹기도하며고기를구워배불리기도하며또몸을더

웁게하여이르기를아하, 따뜻하다내가불을보았구

나하면서 17그나머지도신상곧자기의우상을만들

고그앞에부복하여경배하며그것에게기도하여이

르기를너는나의신이니나를구원하라하는도다 18

그들이알지도못하고깨닫지도못함은그눈이가리

워져서보지못하며그마음이어두워져서깨닫지못

함이라 19마음에생각도없고지식도없고총명도없

으므로내가그나무의얼마로불을사르고그숯불위

에떡도굽고고기도구워먹었거늘내가어찌그나머

지로가증한물건을만들겠으며내가어찌그나무토

막앞에굴복하리요말하지아니하니 20그는재를먹

고미혹한마음에미혹되어서스스로그영혼을구원

하지못하며나의오른손에거짓것이있지아니하냐

하지도못하느니라 21야곱아,이스라엘아이를기억하

라너는내종이니라내가너를지었으니너는내종이

니라이스라엘아너는나의잊음이되지아니하리라

22내가네허물을빽빽한구름이사라짐같이, 네죄를

안개의사라짐같이도말하였으니너는내게로돌아오

라내가저를구속하였음이니라 23여호와께서이일을

행하셨으니하늘아노래할지어다땅의깊은곳들아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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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를지어다산들아삼림과그가운데모든나무들

아소리내어노래할지어다여호와께서야곱을구속하

셨으니이스라엘로자기를영화롭게하실것임이로다

24네구속자요모태에서너를조성한나여호와가말

하노라나는만물을지은여호와라나와함께한자없

이홀로하늘을폈으며땅을베풀었고 25거짓말하는

자의징조를폐하며점치는자를미치게하며지혜로

운자들을물리쳐그지식을어리석게하며 26내종의

말을응하게하며내사자의모략을성취하게하며예

루살렘에대하여는이르기를거기사람이살리라하며

유다성읍들에대하여는이르기를중건될것이라내가

그황폐한곳들을복구시키리라하며 27깊음에대하여

는이르기를마르라내가네강물들을마르게하리라

하며 28고레스에대하여는이르기를그는나의목자라

나의모든기쁨을성취하리라하며예루살렘에대하여

는이르기를중건되리라하며성전에대하여는이르기

를네기초가세움이되리라하는자니라

45나여호와는나의기름받은고레스의오른손을잡

고열국으로그앞에항복하게하며열왕의허리를풀

며성문을그앞에열어서닫지못하게하리라내가고

레스에게이르기를 2내가네앞서가서험한곳을평

탄케하며놋문을쳐서부수며쇠빗장을꺽고 3네게

흑암중의보화와은밀한곳에숨은재물을주어서너

로너를지명하여부른자가나여호와이스라엘의하

나님인줄알게하리라 4내가나의종야곱, 나의택한

이스라엘을위하여너를지명하여불렀나니너는나를

알지못하였을지라도나는네게칭호를주었노라 5나

는여호와라나외에다른이가없나니나밖에신이없

느니라!너는나를알지못하였을지라도나는네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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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것이요 6해뜨는곳에서든지지는곳에서든지나

밖에다른이가없는줄을무리로알게하리라나는여

호와라다른이가없느니라 7나는빛도짓고어두움도

창조하며나는평안도짓고환난도창조하나니나는

여호와라이모든일을행하는자니라하였노라 8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의로움을비같이듣게할지어

다궁창이여의를부어내릴지어다땅이여열려서구

원을내고의도함께움돋게할지어다나여호와가이

일을창조하였느니라 9질그릇조각중한조각같은

자가자기를지으신자로더불어다툴진저화있을진

저진흙이토기장이를대하여너는무엇을만드느뇨

할수있겠으며너의만든것이너를가리켜그는손이

없다할수있겠느뇨 10아비에게묻기를네가무엇을

났느냐어미에게묻기를네가무엇을낳으려고구로하

느냐하는자에게화있을진저 11이스라엘의거룩하신

자곧이스라엘을지으신여호와께서가라사대장래

일을내게물으라또내아들들의일과내손으로한일

에대하여내게부탁하라 12내가땅을만들고그위에

사람을창조하였으며내가친수로하늘을펴고그만

상을명하였노라 13내가의로그를일으킨지라그의

모든길을곧게하리니그가나의성읍을건축할것이

며나의사로잡힌자들을값이나갚음없이놓으리라

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느니라 14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애굽의수고한것과구스의무역한것과

스바의장대한족속들이다네게로돌아와서네게속

할것이요그들이너를따를것이라사슬에매여건너

와서네게굴복하고간구하기를하나님이과연네게

계시고그외에는다른하나님이없다하리라하시니

라 15구원자이스라엘의하나님이여! 진실로주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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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숨어계시는하나님이시니이다 16우상을만드는

자는부끄러움을당하며욕을받아다함께수욕중에

들어갈것이로되 17이스라엘은여호와께구원을입어

영원한구원을얻으리니영세에부끄러움을당하거나

욕을받지아니하리로다 18여호와는하늘을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땅도조성하시고견고케하시되헛되이

창조치아니하시고사람으로거하게지으신자시니라

그말씀에나는여호와라나외에다른이가없느니라

19나는흑암한곳에서은밀히말하지아니하였으며야

곱자손에게너희가나를헛되이찾으라이르지아니

하였노라나여호와는의를말하고정직을고하느니라

20열방중에서피난한자들아너희는모여오라한가

지로가까이나아오라나무우상을가지고다니며능

히구원치못하는신에게기도하는자들은무지한자

니라 21너희는고하며진술하고또피차상의하여보

라이일을이전부터보인자가누구냐예로부터고한

자가누구냐나여호와가아니냐나외에다른신이없

나니나는공의를행하며구원을베푸는하나님이라

나외에다른이가없느니라 22땅끝의모든백성아나

를앙망하라그리하면구원을얻으리라나는하나님이

라다른이가없음이니라 23내가나를두고맹세하기

를나의입에서의로운말이나갔은즉돌아오지아니

하나니내게모든무릎이꿇겠고모든혀가맹약하리

라하였노라 24어떤자의내게대한말에의와힘은여

호와께만있나니사람들은그에게로나아갈것이라무

릇그를노하는자는부끄러움을당하리라마는 25이

스라엘자손은다여호와로의롭다함을얻고자랑하

리라하느니라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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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벨은엎드러졌고느보는구부러졌도다그들의우

상들은짐승과가축에게실리웠으니너희가떠메고다

니던그것은피곤한짐승의무거운짐이되었도다 2그

들은구부러졌고그들은일제히엎드러졌으므로그짐

을구하여내지못하고자기도잡혀갔느니라 3야곱

집이여이스라엘집의남은모든자여나를들을지어

다배에서남으로부터내게안겼고태에서남으로부터

내게품기운너희여 4너희가노년에이르기까지내가

그리하겠고백발이되기까지내가너희를품을것이라

내가지었은즉안을것이요품을것이요구하여내리

라 5너희가나를누구에비기며누구와짝하며누구와

비교하여서로같다하겠느냐 6사람들이주머니에서

금을쏟아내며은을저울에달아장색에게주고그것

으로신을만들게하고그것에게엎드려경배하고 7그

것을들어어깨에메어다가그의처소에두면그것이

서서있고거기서능히움직이지못하며그에게부르

짖어도능히응답지못하며고난에서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8너희패역한자들아이일을기억하고장

부가되라이일을다시생각하라 9너희는옛적일을

기억하라나는하나님이라나외에다른이가없느니

라! 나는하나님이라나같은이가없느니라! 10내가종

말을처음부터고하며아직이루지아니한일을옛적

부터보이고이르기를나의모략이설것이니내가나

의모든기뻐하는것을이루리라하였노라 11내가동

방에서독수리를부르며먼나라에서나의모략을이

룰사람을부를것이라내가말하였은즉정녕이룰것

이요경영하였은즉정녕행하리라 12마음이완악하여

의에서멀리떠난너희여! 나를들으라 13내가나의의

를가깝게할것인즉상거가멀지아니하니나의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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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체치아니할것이라내가나의영광인이스라엘

을위하여구원을시온에베풀리라

47처녀딸바벨론이여! 내려티끌에앉으라딸갈대

아여!보좌가없어졌으니땅에앉으라네가다시는곱

고아리땁다칭함을받지못할것임이니라 2맷돌을취

하여가루를갈라면박을벗으며치마를걷어다리를

드러내고강을건너라 3네살이드러나고네부끄러운

것이보일것이라내가보수하되사람을아끼지아니

하리라 4 (우리의구속자는그이름이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거룩한자시니라) 5딸갈대아여!잠잠히

앉으라흑암으로들어가라네가다시는열국의주모라

칭함을받지못하리라 6전에내가내백성을노함으로

내기업을욕되게하여그들을네손에붙였거늘네가

그들을긍휼히여기지아니하고늙은이에게네멍에를

심히무겁게메우며 7말하기를내가영영히주모가되

리라하고이일을네마음에두지도아니하며그종말

도생각지아니하였도다 8그러므로사치하고평안히

지내며마음에이르기를나뿐이라나외에다른이가

없도다나는과부로지내지도아니하며자녀를잃어버

리는일도모르리라하는자여너는이제들을지어다 9

한날에홀연히자녀를잃으며과부가되는이두일이

네게임할것이라네가무수한사술과많은진언을베

풀지라도이일이온전히네게임하리라 10네가네악

을의지하고스스로이르기를나를보는자가없다하

나니네지혜와네지식이너를유혹하였음이니라네

마음에이르기를나뿐이라나외에다른이가없다하

였으므로 11재앙이네게임하리라그러나네가그근

본을알지못할것이며손해가네게이르리라그러나

이를물리칠능이없을것이며파멸이홀연히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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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그러나네가헤아리지못할것이니라 12이제

너는젊어서부터힘쓰던진언과많은사술을가지고

서서시험하여보라혹시유익을얻을수있을는지, 혹

시원수를이길수있을는지, 13네가많은모략을인하

여피곤케되었도다하늘을살피는자와별을보는자

와월삭에예고하는자들로일어나네게임할그일에

서너를구원케하여보라 14보라그들은초개같아서

불에타리니그불꽃의세력에서스스로구원치못할

것이라이불은더웁게할숯불이아니요그앞에앉을

만한불도아니니라 15너의근로하던것들이네게이

같이되리니너어려서부터너와함께무역하던자들

이각기소향대로유리하고너를구원할자없으리라

48야곱집이여이스라엘의이름으로일컬음을받으

며유다의근원에서나왔으며거룩한성백성이라칭

하며그이름이만군의여호와이신이스라엘의하나님

을의지하면서성실치아니하고의로움이없이여호와

의이름으로맹세하며이스라엘의하나님을부르는너

희는들을지어다 2 (1절과같음) 3여호와께서가라사

대내가옛적에장래사를고하였고내입에서내어보

였고내가홀연히그일을행하여이루었느니라 4내가

알거니와너는완악하며네목의힘줄은무쇠요네이

마는놋이라 5그러므로내가이일을옛적부터네게

고하였고성사하기전에그것을네게보였느니라그렇

지않았더면네말이내신의행한바요내새긴신상과

부어만든신상의명한바라하였으리라 6네가이미들

었으니이것을다보라너희가선전치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내가새일곧네가알지못하던은비한일을

네게보이노니 7이일들은이제창조된것이요옛적

것이아니라오늘이전에는네가듣지못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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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았더면네가말하기를내가이미알았노라

하였으리라 8네가과연듣지도못하였고알지도못하

였으며네귀가옛적부터열리지못하였었나니이는

네가궤휼하고궤휼하여모태에서부터패역한자라칭

함을입은줄을내가알았음이라 9내이름을위하여

내가노하기를더디할것이며내영예를위하여내가

참고너를멸절하지아니하리라 10보라, 내가너를연

단하였으나은처럼하지아니하고너를고난의풀무에

서택하였노라 11내가나를위하며내가나를위하여

이를이룰것이라어찌내이름을욕되게하리요내영

광을다른자에게주지아니하리라 12야곱아, 나의부

른이스라엘아나를들으라나는그니나는처음이요

또마지막이라 13과연내손이땅의기초를정하였고

내오른손이하늘에폈나니내가부르면천지가일제

히서느니라 14너희는다모여들으라나여호와의사

랑하는자가나의뜻을바벨론에행하리니그의팔이

갈대아인에게임할것이라그들중에누가이일을예

언하였느뇨 15나곧내가말하였고또내가그를부르

며그를인도하였나니그길이형통하리라 16너희는내

게가까이나아와이말을들으라내가처음부터그것

을비밀히말하지아니하였나니그말이있을때부터

내가거기있었노라하셨느니라이제는주여호와께서

나와그신을보내셨느니라 17너희의구속자시요이스

라엘의거룩하신자이신여호와께서가라사대나는네

게유익하도록가르치고너를마땅히행할길로인도

하는너희하나님여호와라 18슬프다네가나의명령

을듣지아니하였도다만일들었더면네평강이강과

같았겠고네의가바다물결같았을것이며 19네자손

이모래같았겠고네몸의소생이모래알갱이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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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름이내앞에서끊어지지아니하였겠고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하셨느니라 20너희는바벨론에서나

와서갈대아인을피하고즐거운소리로이를선파하여

들리며땅끝까지반포하여이르기를여호와께서그종

야곱을구속하셨다하라 21여호와께서그들을사막으

로통과하게하시던때에그들로목마르지않게하시

되그들을위하여바위에서물이흘러나게하시며바

위를쪼개사물로솟아나게하셨느니라 22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악인에게는평강이없다하셨느니라

49섬들아나를들으라원방백성들아귀를기울이라

여호와께서내가태에서나옴으로부터나를부르셨고

내가어미복중에서나옴으로부터내이름을말씀하

셨으며 2내입을날카로운칼같이만드시고나를그

손그늘에숨기시며나로마광한살을만드사그전통

에감추시고 3내게이르시되너는나의종이요내영

광을나타낼이스라엘이라하셨느니라 4그러나나는

말하기를내가헛되이수고하였으며무익히공연히내

힘을다하였다하였도다정녕히나의신원이여호와께

있고나의보응이나의하나님께있느니라 5나는여호

와의보시기에존귀한자라나의하나님이나의힘이

되셨도다다시야곱을자기에게로돌아오게하시며이

스라엘을자기에게로모이게하시려고나를태에서나

옴으로부터자기종을삼으신여호와께서말씀하시니

라 6그가가라사대네가나의종이되어야곱의지파

들을일으키며이스라엘중에보전된자를돌아오게

할것은오히려경한일이라내가또너로이방의빛을

삼아나의구원을베풀어서땅끝까지이르게하리라 7

이스라엘의구속자, 이스라엘의거룩한자이신여호와

께서사람에게멸시를당하는자, 백성에게미움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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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 관원들에게종이된자에게이같이이르시되너

를보고열왕이일어서며방백들이경배하리니이는

너를택한바신실한나여호와이스라엘의거룩한자

를인함이니라 8여호와께서또가라사대은혜의때에

내가네게응답하였고구원의날에내가너를도왔도

다내가장차너를보호하여너로백성의언약을삼으

며나라를일으켜그들로그황무하였던땅을기업으

로상속케하리라 9내가잡혀있는자에게이르기를

나오라하며흑암에있는자에게나타나라하리라그

들이길에서먹겠고모든자산에도그들의풀밭이있

을것인즉 10그들이주리거나목마르지아니할것이며

더위와볕이그들을상하지아니하리니이는그들을

긍휼히여기는자가그들을이끌되샘물근원으로인

도할것임이니라 11내가나의모든산을길로삼고나

의대로를돋우리니 12혹자는원방에서, 혹자는북방

과서방에서, 혹자는시님땅에서오리라 13하늘이여!

노래하라땅이여! 기뻐하라산들이여! 즐거이노래하

라여호와가그백성을위로하였은즉그고난당한자

를긍휼히여길것임이니라 14오직시온이이르기를

여호와께서나를버리시며주께서나를잊으셨다하였

거니와 15여인이어찌그젖먹는자식을잊겠으며자

기태에서난아들을긍휼히여기지않겠느냐그들은

혹시잊을지라도나는너를잊지아니할것이라 16내가

너를내손바닥에새겼고너의성벽이항상내앞에있

나니 17네자녀들은속히돌아오고너를헐며너를황

폐케하던자들은너를떠나가리라 18네눈을들어사

방을보라그들이다모여네게로오느니라나여호와

가이르노라내가나의삶으로맹세하노니네가반드

시그모든무리로장식을삼아몸에차며띠기를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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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할것이라 19대저네황폐하고적막한곳들과네

파멸을당하였던땅이이제는거민이많으므로좁게

될것이며너를삼켰던자들이멀리떠날것이니라 20

고난중에낳은자녀가후일에네귀에말하기를이곳

이우리에게좁으니넓혀서우리로거처하게하라하

리니 21그때에네심중에이르기를누가나를위하여

이무리를낳았는고나는자녀를잃고외로와졌으며

사로잡혔으며유리하였거늘이무리를누가양육하였

는고나는홀로되었거늘이무리는어디서생겼는고

하리라 22나주여호와가이르노라내가열방을향하

여나의손을들고민족들을향하여나의기호를세울

것이라그들이네아들들을품에안고네딸들을어깨

에메고올것이며 23열왕은네양부가되며왕비들은

네유모가될것이며그들이얼굴을땅에대고네게절

하고네발의티끌을핥을것이니네가나를여호와인

줄알리라나를바라는자는수치를당하지아니하리

라 24용사의빼앗은것을어떻게도로빼앗으며승리

자에게사로잡힌자를어떻게건져낼수있으랴마는

25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용사의포로도빼앗

을것이요강포자의빼앗은것도건져낼것이니이는

내가너를대적하는자를대적하고네자녀를구원할

것임이라 26내가너를학대하는자로자기의고기를

먹게하며새술에취함같이자기의피에취하게하리

니모든육체가나여호와는네구원자요네구속자요

야곱의전능자인줄알리라

50나여호와가이같이이르노라내가너희어미를

내어보낸이혼서가어디있느냐내가어느채주에게

너희를팔았느냐?오직너희는너희의죄악을인하여

팔렸고너희어미는너희의허물을인하여내어보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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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느니라 2내가왔어도사람이없었으며내가불러

도대답하는자가없었음은어찜이뇨내손이어찌짧

아구속하지못하겠느냐?내게어찌건질능력이없겠

느냐?보라, 내가꾸짖은즉바다가마르며하수가광야

가될것이며거기물이없어졌으므로어족이갈하여

죽어악취를발하게되느니라 3내가흑암으로하늘을

입히며굵은베로덮느니라 4주여호와께서학자의혀

를내게주사나로곤핍한자를말로어떻게도와줄줄

을알게하시고아침마다깨우치시되나의귀를깨우

치사학자같이알아듣게하시도다 5주여호와께서나

의귀를열으셨으므로내가거역지도아니하며뒤로

물러가지도아니하며 6나를때리는자들에게내등을

맡기며나의수염을뽑는자들에게나의뺨을맡기며

수욕과침뱉음을피하려고내얼굴을가리우지아니

하였느니라 7주여호와께서나를도우시므로내가부

끄러워아니하고내얼굴을부싯돌같이굳게하였은

즉내가수치를당치아니할줄아노라 8나를의롭다

하시는이가가까이계시니나와다툴자가누구뇨나

와함께설지어다나의대적이누구뇨내게가까이나

아올지어다 9주여호와께서나를도우시리니나를정

죄할자누구뇨그들은다옷과같이해어지며좀에게

먹히리라 10너희중에여호와를경외하며그종의목

소리를청종하는자가누구뇨흑암중에행하여빛이

없는자라도여호와의이름을의뢰하며자기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불을피우고횃불을둘러띤자여! 너

희가다너희의불꽃가운데로들어가며너희의피운

횃불가운데로들어갈지어다너희가내손에서얻을

것이이것이라너희가슬픔중에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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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의를좇으며여호와를찾아구하는너희는나를들

을지어다너희를떠낸반석과너희를파낸우묵한구

덩이를생각하여보라 2너희조상아브라함과너희를

생산한사라를생각하여보라아브라함이혈혈단신으

로있을때에내가부르고그에게복을주어창성케하

였느니라 3대저나여호와가시온을위로하되그모든

황폐한곳을위로하여그광야로에덴같고그사막으

로여호와의동산같게하였나니그가운데기뻐함과

즐거움과감사함과창화하는소리가있으리라 4내백

성이여! 내게주의하라내나라여! 내게귀를기울이라

이는율법이내게서부터발할것임이라내가내공의

를만민의빛으로세우리라 5내의가가깝고내구원

이나갔은즉내팔이만민을심판하리니섬들이나를

앙망하여내팔에의지하리라 6너희는하늘로눈을들

며그아래의땅을살피라하늘이연기같이사라지고

땅이옷같이해어지며거기거한자들이하루살이같

이죽으려니와나의구원은영원히있고나의의는폐

하여지지아니하리라 7의를아는자들아! 마음에내

율법이있는백성들아!너희는나를듣고사람의훼방

을두려워말라사람의비방에놀라지말라 8그들은옷

같이좀에게먹힐것이며그들은양털같이벌레에게

먹힐것이로되나의의는영원히있겠고나의구원은

세세에미치리라 9여호와의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베푸소서! 옛날옛시대에깨신것같이하소서

라합을저미시고용을찌르신이가어찌주가아니시며

10바다를, 넓고깊은물을말리시고바다깊은곳에길

을내어구속얻은자들로건너게하신이가어찌주가

아니시니이까 11여호와께구속된자들이돌아와서노

래하며시온으로들어와서그머리위에영영한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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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쓰고즐거움과기쁨을얻으리니슬픔과탄식이달

아나리이다 12가라사대너희를위로하는자는나여늘

나여늘너는어떠한자이기에죽을사람을두려워하며

풀같이될인자를두려워하느냐 13하늘을펴고땅의

기초를정하고너를지은자여호와를어찌하여잊어

버렸느냐너를멸하려고예비하는저학대자의분노를

어찌하여항상종일두려워하느냐학대자의분노가어

디있느냐 14결박된포로가속히놓일것이니죽지도

아니할것이요구덩이로내려가지도아니할것이며그

양식이핍절하지도아니하리라 15나는네하나님여호

와라바다를저어서그물결로흉용케하는자니내이

름은만군의여호와니라 16내가내말을네입에두고

내손그늘로너를덮었나니이는내가하늘을펴며땅

의기초를정하며시온에게이르기를너는내백성이

라하려하였음이니라 17여호와의손에서그분노의

잔을마신예루살렘이여깰지어다깰지어다일어설지

어다네가이미비틀걸음치게하는큰잔을마셔다하

였도다 18네가낳은모든아들중에너를인도할자가

없고너의양육한모든아들중에그손으로너를이끌

자도없도다 19이두가지일이네게당하였으니누가

너를위하여슬퍼하랴곧황폐와멸망이요기근과칼

이라내가어떻게너를위로하랴 20네아들들이곤비

하여그물에걸린영양같이온거리모퉁이에누웠으

니그들에게여호와의분노와네하나님의견책이가

득하였도다 21그러므로너곤고하며포도주가아니라

도취한자여이말을들으라 22네주여호와, 그백성

을신원하시는네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

내가비틀걸음치게하는잔곧나의분노의큰잔을네

손에서거두어서너로다시는마시지않게하고 23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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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너를곤고케하던자들의손에두리라그들은일

찌기네게이르기를엎드리라우리가넘어가리라하던

자들이라너를넘어가려는그들의앞에네가네허리

를펴서땅같게, 거리같게하였느니라하시니라

52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힘을입을지어

다!거룩한성예루살렘이여네아름다운옷을입을지

어다이제부터할례받지않은자와부정한자가다시

는네게로들어옴이없을것임이니라 2너는티끌을떨

어버릴지어다예루살렘이여!일어나보좌에앉을지어

다사로잡힌딸시온이여네목의줄을스스로풀지어

다 3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가값없이팔

렸으니돈없이속량되리라 4주여호와께서이같이말

씀하시되내백성이이왕에애굽에내려가서거기우

거하였었고앗수르인은공연히그들을압박하였도다

5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내백성이까닭없이잡혀갔

으니내가여기서어떻게할꼬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

그들을관할하는자들이떠들며내이름을항상종일

더럽히도다 6그러므로내백성은내이름을알리라그

러므로그날에는그들이이말을하는자가나인줄알

리라곧내니라 7좋은소식을가져오며평화를공포하

며복된좋은소식을가져오며구원을공포하며시온

을향하여이르기를네하나님이통치하신다하는자

의산을넘는발이어찌그리아름다운고 8들을지어다

! 너의파숫군들의소리로다그들이소리를높여일제

히노래하니이는여호와께서시온으로돌아오실때에

그들의눈이마주봄이로다 9너예루살렘의황폐한곳

들아기쁜소리를발하여함께노래할지어다이는여

호와께서그백성을위로하셨고예루살렘을구속하셨

음이라 10여호와께서열방의목전에서그거룩한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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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셨으므로모든땅끝까지도우리하나님의구원

을보았도다 11너희는떠날지어다!떠날지어다!거기

서나오고부정한것을만지지말지어다그가운데서

나올지어다여호와의기구를메는자여스스로정결케

할지어다 12여호와께서너희앞에행하시며이스라엘

의하나님이너희뒤에호위하시리니너희가황급히

나오지아니하며도망하여행하지아니하리라 13여호

와께서가라사대보라!내종이형통하리니받들어높

이들려서지극히존귀하게되리라 14이왕에는그얼

굴이타인보다상하였고그모양이인생보다상하였으

므로무리가그를보고놀랐거니와 15후에는그가열

방을놀랠것이며열왕은그를인하여입을봉하리니

이는그들이아직전파되지않은것을볼것이요아직

듣지못한것을깨달을것임이라하시니라

53우리의전한것을누가믿었느뇨여호와의팔이뉘

게나타났느뇨 2그는주앞에서자라나기를연한순

같고마른땅에서나온줄기같아서고운모양도없고

풍채도없은즉우리의보기에흠모할만한아름다운것

이없도다 3그는멸시를받아서사람에게싫어버린바

되었으며간고를많이겪었으며질고를아는자라마

치사람들에게얼굴을가리우고보지않음을받는자

같아서멸시를당하였고우리도그를귀히여기지아

니하였도다 4그는실로우리의질고를지고우리의슬

픔을당하였거늘우리는생각하기를그는징벌을받아

서하나님에게맞으며고난을당한다하였노라 5그가

찔림은우리의허물을인함이요그가상함은우리의

죄악을인함이라그가징계를받음으로우리가평화를

누리고그가채찍에맞음으로우리가나음을입었도다

6우리는다양같아서그릇행하며각기제길로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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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호와께서는우리무리의죄악을그에게담당시키

셨도다 7그가곤욕을당하여괴로울때에도그입을

열지아니하였음이여마치도수장으로끌려가는어린

양과털깎는자앞에잠잠한양같이그입을열지아

니하였도다 8그가곤욕과심문을당하고끌려갔으니

그세대중에누가생각하기를그가산자의땅에서끊

어짐은마땅히형벌받을내백성의허물을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그는강포를행치아니하였고그입에궤

사가없었으나그무덤이악인과함께되었으며그묘

실이부자와함께되었도다 10여호와께서그로상함을

받게하시기를원하사질고를당케하셨은즉그영혼

을속건제물로드리기에이르면그가그씨를보게되

며그날은길것이요또그의손으로여호와의뜻을성

취하리로다 11가라사대그가자기영혼의수고한것을

보고만족히여길것이라나의의로운종이자기지식

으로많은사람을의롭게하며또그들의죄악을친히

담당하리라 12이러므로내가그로존귀한자와함께

분깃을얻게하며강한자와함께탈취한것을나누게

하리니이는그가자기영혼을버려사망에이르게하

며범죄자중하나로헤아림을입었음이라그러나실

상은그가많은사람의죄를지며범죄자를위하여기

도하였느니라하시니라

54잉태치못하며생산치못한너는노래할지어다구

로치못한너는외쳐노래할지어다홀로된여인의자

식이남편있는자의자식보다많음이니라여호와의말

이니라 2네장막터를넓히며네처소의휘장을아끼지

말고널리펴되너의줄을길게하며너의말뚝을견고

히할지어다 3이는네가좌우로퍼지며네자손은열

방을얻으며황폐한성읍들로사람살곳이되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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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니라 4두려워말라네가수치를당치아니하리라

놀라지말라네가부끄러움을보지아니하니라네가

네청년때의수치를잊겠고과부때의치욕을다시기

억함이없으리니 5이는너를지으신자는네남편이시

라그이름은만군의여호와시며네구속자는이스라

엘의거룩한자시라온세상의하나님이라칭함을받

으실것이며 6여호와께서너를부르시되마치버림을

입어마음에근심하는아내곧소시에아내되었다가

버림을입은자에게함같이하실것임이니라네하나

님의말씀이니라 7내가잠시너를버렸으나큰긍휼로

너를모을것이요 8내가넘치는진노로내얼굴을네

게서잠시가리웠으나영원한자비로너를긍휼히여

기리라네구속자여호와의말이니라 9이는노아의홍

수에비하리로다내가다시는노아의홍수로땅위에

범람치않게하리라맹세한것같이내가다시는너를

노하지아니하며다시는너를책망하지아니하기로맹

세하였노니 10산들은떠나며작은산들은옮길지라도

나의인자는네게서떠나지아니하며화평케하는나

의언약은옮기지아니하리라너를긍휼히여기는여

호와의말이니라 11너곤고하며광풍에요동하여안위

를받지못한자여보라내가화려한채색으로네돌사

이에더하며청옥으로네기초를쌓으며 12홍보석으로

네성첩을지으며석류석으로네성문을만들고네지

경을다보석으로꾸밀것이며 13네모든자녀는여호

와의교훈을받을것이니네자녀는크게평강할것이

며 14너는의로설것이며학대가네게서멀어질것인

즉네가두려워아니할것이며공포그것도너를가까

이못할것이라 15그들이모일지라도나로말미암지

아니한것이니누구든지모여너를치는자는너를인



이사야 1356

하여패망하리라 16숯불을불어서자기가쓸만한기계

를제조하는장인도내가창조하였고파괴하며진멸하

는자도내가창조하였은즉 17무릇너를치려고제조

된기계가날카롭지못할것이라무릇일어나너를대

적하여송사하는혀는네게정죄를당하리니이는여

호와의종들의기업이요이는그들이내게서얻은의

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55너희목마른자들아물로나아오라돈없는자도

오라너희는와서사먹되돈없이값없이와서포도주

와젖을사라 2너희가어찌하여양식아닌것을위하여

은을달아주며배부르게못할것을위하여수고하느

냐나를청종하라그리하면너희가좋은것을먹을것

이며너희마음이기름진것으로즐거움을얻으리라 3

너희는귀를기울이고내게나아와들으라그리하면

너희영혼이살리라내가너희에게영원한언약을세

우리니곧다윗에게허락한확실한은혜니라 4내가그

를만민에게증거로세웠고만민의인도자와명령자를

삼았었나니 5네가알지못하는나라를부를것이며너

를알지못하는나라가네게달려올것은나여호와네

하나님곧이스라엘의거룩한자를인함이니라내가

너를영화롭게하였느니라 6너희는여호와를만날만

한때에찾으라가까이계실때에그를부르라 7악인

은그길을, 불의한자는그생각을버리고여호와께로

돌아오라그리하면그가긍휼히여기시리라우리하나

님께로나아오라그가널리용서하시리라 8여호와의

말씀에내생각은너희생각과다르며내길은너희길

과달라서 9하늘이땅보다높음같이내길은너희길

보다높으며내생각은너희생각보다높으니라 10비

와눈이하늘에서내려서는다시그리로가지않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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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적시어서싹이나게하며열매가맺게하여파종

하는자에게종자를주며먹는자에게양식을줌과같

이 11내입에서나가는말도헛되이내게로돌아오지

아니하고나의뜻을이루며나의명하여보낸일에형

통하리라 12너희는기쁨으로나아가며평안히인도함

을받을것이요산들과작은산들이너희앞에서노래

를발하고들의모든나무가손바닥을칠것이며 13잣

나무는가시나무를대신하여나며화석류는질려를대

신하여날것이라이것이여호와의명예가되며영영

한표징이되어끊어지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56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는공평을지

키며의를행하라나의구원이가까이왔고나의의가

쉬나타날것임이라하셨은즉 2안식일을지켜더럽히

지아니하며그손을금하여모든악을행치아니하여

야하나니이같이행하는사람, 이같이굳이잡는인생

은복이있느니라 3여호와께연합한이방인은여호와

께서나를그백성중에서반드시갈라내시리라말하

지말며고자도나는마른나무라말하지말라 4여호

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기를나의안식일을지키며나

를기뻐하는일을선택하며나의언약을굳게잡는고

자들에게는 5내가내집에서,내성안에서자녀보다

나은기념물과이름을주며영영한이름을주어끊치

지않게할것이며 6또나여호와에게연합하여섬기

며나여호와의이름을사랑하며나의종이되며안식

일을지켜더럽히지아니하며나의언약을굳게지키

는이방인마다 7내가그를나의성산으로인도하여기

도하는내집에서그들을기쁘게할것이며그들의번

제와희생은나의단에서기꺼이받게되리니이는내

집은만민의기도하는집이라일컬음이될것임이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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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쫓겨난자를모으는주여호와가말하노니

내가이미모은본백성외에또모아그에게속하게하

리라하셨느니라 9들의짐승들아삼림중의짐승들아

다와서삼키라 10그파숫군들은소경이요다무지하

며벙어리개라능히짖지못하며다꿈꾸는자요누운

자요잠자기를좋아하는자니 11이개들은탐욕이심

하여족한줄을알지못하는자요그들은몰각한목자

들이라다자기길로돌이키며어디있는자이든지자

기이만도모하며 12피차이르기를오라내가포도주

를가져오리라우리가독주를잔뜩먹자내일도오늘

같이또크게넘치리라하느니라

57의인이죽을지라도마음에두는자가없고자비한

자들이취하여감을입을지라도그의인은화액전에

취하여감을입은것인줄로깨닫는자가없도다 2그

는평안에들어갔나니무릇정로로행하는자는자기

들의침상에서편히쉬느니라 3무녀의자식, 간음자와

음녀의씨너희는가까이오라 4너희가누구를희롱하

느냐누구를향하여입을크게벌리며혀를내미느냐

너희는패역의자식,궤휼의종류가아니냐 5너희가

상수리나무사이모든푸른나무아래서음욕을피우

며골짜기가운데바위틈에서자녀를죽이는도다 6골

짜기가운데매끄러운돌중에너희소득이있으니그

것이곧너희가제비뽑아얻은것이라너희가전제와

예물을그것들에게드리니내가어찌이를용인하겠느

냐 7네가높고높은산위에침상을베풀었고네가또

그리로올라가서제사를드렸으며 8네가또네기념표

를문과문설주뒤에두었으며네가나를배반하고다

른자를위하여몸을드러내고올라가며네침상을넓

히고그들과언약하며또그들의침상을사랑하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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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를예비하였으며 9네가기름을가지고몰렉에게

나아가되향품을더욱더하였으며네가또사신을원

방에보내고음부까지스스로낮추었으며 (Sheol h7585)

10네가길이멀어서피곤할지라도헛되다아니함은네

힘이소성되었으므로쇠약하여가지아니함이니라 11

네가누구를두려워하며누구로하여놀랐기에거짓을

말하며나를생각지아니하며이를마음에두지아니

하였느냐네가나를경외치아니함은내가오래동안

잠잠함을인함이아니냐 12너의의를내가보이리라

너의소위가네게무익하니라 13네가부르짖을때에

네가모은우상으로너를구원하게하라그것은다바

람에떠가겠고기운에불려갈것이로되나를의뢰하

는자는땅을차지하겠고나의거룩한산을기업으로

얻으리라 14장차말하기를돋우고돋우어길을수축하

여내백성의길에서거치는것을제하여버리라하리

라 15지존무상하며영원히거하며거룩하다이름하는

자가이같이말씀하시되내가높고거룩한곳에거하

며또한통회하고마음이겸손한자의영을소성케하

려함이라 16내가영원히는다투지아니하며내가장

구히는노하지아니할것은나의지은그영과혼이내

앞에서곤비할까함이니라 17그의탐심의죄악을인하

여내가노하여그를쳤으며또내얼굴을가리우고노

하였으나그가오히려패역하여자기마음의길로행

하도다 18내가그길을보았은즉그를고쳐줄것이라

그를인도하며그와그의슬퍼하는자에게위로를다

시얻게하리라 19입술의열매를짓는나여호와가말

하노라먼데있는자에게든지가까운데있는자에게

든지평강이있을지어다평강이있을지어다내가그를

고치리라하셨느니라 20오직악인은능히안정치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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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물이진흙과더러운것을늘솟쳐내는요동하는

바다와같으니라 21내하나님의말씀에악인에게는평

강이없다하셨느니라

58크게외치라! 아끼지말라! 네목소리를나팔같이

날려내백성에게허물을, 야곱집에그죄를고하라 2

그들이날마다나를찾아나의길알기를즐거워함이

마치의를행하여그하나님의규례를폐하지아니하

는나라같아서의로운판단을내게구하며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즐겨하며 3이르기를우리가금식하되

주께서보지아니하심은어찜이오며우리가마음을괴

롭게하되주께서알아주지아니하심은어찜이니이까

하느니라보라너희가금식하는날에오락을찾아얻

으며온갖일을시키는도다 4보라, 너희가금식하면서

다투며싸우며악한주먹으로치는도다너희의오늘

금식하는것은너희목소리로상달케하려하는것이

아니라 5이것이어찌나의기뻐하는금식이되겠으며

이것이어찌사람이그마음을괴롭게하는날이되겠

느냐그머리를갈대같이숙이고굵은베와재를펴는

것을어찌금식이라하겠으며여호와께열납될날이라

하겠느냐 6나의기뻐하는금식은흉악의결박을풀어

주며멍에의줄을끌러주며압제당하는자를자유케

하며모든멍에를꺾는것이아니겠느냐 7또주린자

에게네식물을나눠주며유리하는빈민을네집에들

이며벗은자를보면입히며또네골육을피하여스스

로숨지아니하는것이아니겠느냐 8그리하면네빛이

아침같이비췰것이며네치료가급속할것이며네의

가네앞에행하고여호와의영광이네뒤에호위하리

니 9네가부를때에는나여호와가응답하겠고네가

부르짖을때에는말하기를내가여기있다하리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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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네가너희중에서멍에와손가락질과허망한말을

제하여버리고 10주린자에게네심정을동하며괴로

와하는자의마음을만족케하면네빛이흑암중에서

발하여네어두움이낮과같이될것이며 11나여호와

가너를항상인도하여마른곳에서도네영혼을만족

케하며네뼈를견고케하리니너는물댄동산같겠고

물이끊어지지아니하는샘같을것이라 12네게서날

자들이오래황폐된곳들을다시세울것이며너는역

대의파괴된기초를쌓으니리너를일컬어무너진데

를수보하는자라할것이며길을수축하여거할곳이

되게하는자라하리라 13만일안식일에네발을금하

여내성일에오락을행치아니하고안식일을일컬어

즐거운날이라,여호와의성일을존귀한날이라하여

이를존귀히여기고네길로행치아니하며네오락을

구치아니하며사사로운말을하지아니하면 14네가

여호와의안에서즐거움을얻을것이라내가너를땅

의높은곳에올리고네조상야곱의업으로기르리라

여호와의입의말이니라

59여호와의손이짧아구원치못하심도아니요귀가

둔하여듣지못하심도아니라 2오직너희죄악이너희

와너희하나님사이를내었고너희죄가그얼굴을가

리워서너희를듣지않으시게함이니 3이는너희손이

피에,너희손가락이죄악에더러웠으며너희입술은

거짓을말하며너희혀는악독을발함이라 4공의대로

소송하는자도없고진리대로판결하는자도없으며

허망한것을의뢰하며거짓을말하며잔해를잉태하여

죄악을생산하며 5독사의알을품으며거미줄을짜나

니그알을먹는자는죽을것이요그알이밟힌즉터져

서독사가나올것이니라 6그짠것으로는옷을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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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을것이요그행위로는자기를가리울수없을것

이며그행위는죄악의행위라그손에는강포한행습

이있으며 7그발은행악하기에빠르고무죄한피를

흘리기에신속하며그사상은죄악의사상이라황폐와

파멸이그길에끼쳐졌으며 8그들은평강의길을알지

못하며그들의행하는곳에는공의가없으며굽은길

을스스로만드나니무릇이길을밟는자는평강을알

지못하느니라 9그러므로공평이우리에게서멀고의

가우리에게미치지못한즉우리가빛을바라나어두

움뿐이요밝은것을바라나캄캄한가운데행하므로

10우리가소경같이담을더듬으며눈없는자같이두

루더듬으며낮에도황혼때같이넘어지니우리는강

장한자중에서도죽은자같은지라 11우리가곰같이

부르짖으며비둘기같이슬피울며공평을바라나없

고구원을바라나우리에게서멀도다 12대저우리의

허물이주의앞에심히많으며우리의죄가우리를쳐

서증거하오니이는우리의허물이우리와함께있음

이라우리의죄악을우리가아나이다 13우리가여호와

를배반하고인정치아니하며우리하나님을좇는데서

돌이켜포학과패역을말하며거짓말을마음에잉태하

여발하니 14공평이뒤로물리침이되고의가멀리섰

으며성실이거리에엎드러지고정직이들어가지못하

는도다 15성실이없어지므로악을떠나는자가탈취를

당하는도다여호와께서이를감찰하시고그공평이없

은것을기뻐아니하시고 16사람이없음을보시며중

재자없음을이상히여기셨으므로자기팔로스스로구

원을베푸시며자기의의를스스로의지하사 17의로

호심경을삼으시며구원을그머리에써서투구를삼

으시고보수로옷을삼으시며열심을입어겉옷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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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고 18그들의행위대로갚으시되그대적에게분노

하시며그원수에게보응하시며섬들에게보복하실것

이라 19서방에서여호와의이름을두려워하겠고해돋

는편에서그기운에몰려급히흐르는하수같이오실

것임이로다 20여호와께서가라사대구속자가시온에

임하며야곱중에죄과를떠나는자에게임하리라 21

여호와께서또가라사대내가그들과세운나의언약

이이러하니곧네위에있는나의신과네입에둔나

의말이이제부터영영토록네입에서와네후손의입

에서와네후손의입에서떠나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여호와의말씀이니라

60일어나라! 빛을발하라! 이는네빛이이르렀고여

호와의영광이네위에임하였음이니라 2보라, 어두움

이땅을덮을것이며캄캄함이만민을가리우려니와

오직여호와께서네위에임하실것이며그영광이네

위에나타나리니 3열방은네빛으로,열왕은비취는

네광명으로나아오리라 4네눈을들어사면을보라

무리가다모여네게로오느니라네아들들은원방에

서오겠고네딸들은안기워올것이라 5그때에네가

보고희색을발하며네마음이놀라고또화창하리니

이는바다의풍부가네게로돌아오며열방의재물이

옴이라 6허다한약대,미디안과에바의젊은약대가

네가운데편만할것이며스바의사람들은다금과유

향을가지고와서여호와의찬송을전파할것이며 7게

달의양무리는다네게로모여지고느바욧의수양은

네게공급되고내단에올라기꺼이받음이되리니내

가내영광의집을영화롭게하리라 8저구름같이, 비

둘기가그보금자리로날아오는것같이날아오는자

들이누구뇨 9곧섬들이나를앙망하고다시스의배들



이사야 1364

이먼저이르되원방에서네자손과그은금을아울러

싣고와서네하나님여호와의이름에드리려하며이

스라엘의거룩한자에게드리려하는자들이라이는

내가너를영화롭게하였음이니라 10내가노하여너를

쳤으나이제는나의은혜로너를긍휼히여겼은즉이

방인들이네성벽을쌓을것이요그왕들이너를봉사

할것이며 11네성문이항상열려주야로닫히지아니

하리니이는사람들이네게로열방의재물을가져오며

그왕들을포로로이끌어옴이라 12너를섬기지아니

하는백성과나라는파멸하리니그백성들은반드시

진멸되리라 13레바논의영광곧잣나무와소나무와황

양목이함께네게이르러내거룩한곳을아름답게할

것이며내가나의발둘곳을영화롭게할것이라 14너

를괴롭게하던자의자손이몸을굽혀네게나아오며

너를멸시하던모든자가네발아래엎드리어너를일

컬어여호와의성읍이라이스라엘의거룩한자의시온

이라하리라 15전에는네가버림을입으며미움을당

하였으므로네게로지나는자가없었으나이제는내가

너로영영한아름다움과대대의기쁨이되게하리니

16네가열방의젖을빨며열왕의유방을빨고나여호

와는네구원자, 네구속자, 야곱의전능자인줄알리라

17내가금을가져놋을대신하며은을가져철을대신

하며놋으로나무를대신하며철로돌을대신하며화

평을세워관원을삼으며의를세워감독을삼으리니

18다시는강포한일이네땅에들리지않을것이요황

폐와파멸이네경내에다시없을것이며네가네성벽

을구원이라, 네성문을찬송이라칭할것이라 19다시

는낮에해가네빛이되지아니하며달도네게빛을비

취지않을것이요오직여호와가네게영영한빛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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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네하나님이네영광이되리니 20다시는네해가지

지아니하며네달이물러가지아니할것은여호와가

네영영한빛이되고네슬픔의날이마칠것임이니라

21네백성이다의롭게되어영영히땅을차지하리니

그들은나의심은가지요나의손으로만든것으로서

나의영광을나타낼것인즉 22그작은자가천을이루

겠고그약한자가강국을이룰것이라때가되면나여

호와가속히이루리라!

61주여호와의신이내게임하였으니이는여호와께

서내게기름을부으사가난한자에게아름다운소식

을전하게하려하심이라나를보내사마음이상한자

를고치며포로된자에게자유를, 갇힌자에게놓임을

전파하며 2여호와의은혜의해와우리하나님의신원

의날을전파하여모든슬픈자를위로하되 3무릇시

온에서슬퍼하는자에게화관을주어그재를대신하

며희락의기름으로그슬픔을대신하며찬송의옷으

로그근심을대신하시고그들로의의나무곧여호와

의심으신바그영광을나타낼자라일컬음을얻게하

려하심이니라 4그들은오래황폐하였던곳을다시쌓

을것이며예로부터무너진곳을다시일으킬것이며

황폐한성읍곧대대로무너져있던것들을중수할것

이며 5외인은서서너희양떼를칠것이요이방사람

은너희농부와포도원지기가될것이나 6오직,너희

는여호와의제사장이라일컬음을얻을것이라사람들

이너희를우리하나님의봉사자라할것이며너희가

열방의재물을먹으며그들의영광을얻어자랑할것

이며 7너희가수치대신에배나얻으며능욕대신에

분깃을인하여즐거워할것이라그리하여고토에서배

나얻고영영한기쁨이있으리라 8대저나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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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를사랑하며불의의강탈을미워하여성실히그들

에게갚아주고그들과영영한언약을세울것이라 9

그자손을열방중에, 그후손을만민중에알리리니무

릇이를보는자가그들은여호와께복받은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내가여호와로인하여크게기뻐하며내

영혼이나의하나님으로인하여즐거워하리니이는그

가구원의옷으로내게입히시며의의겉옷으로내게

더하심이신랑이사모를쓰며신부가자기보물로단

장함같게하셨음이라 11땅이쌀을내며동산이거기

뿌린것을움돋게함같이주여호와께서의와찬송을

열방앞에발생하게하시리라

62나는시온의공의가빛같이, 예루살렘의구원이

횃불같이나타나도록시온을위하여잠잠하지아니하

며예루살렘을위하여쉬지아니할것인즉 2열방이네

공의를, 열왕이다네영광을볼것이요너는여호와의

입으로정하실새이름으로일컬음이될것이며 3너는

또여호와의손의아름다운면류관, 네하나님의손의

왕관이될것이라 4다시는너를버리운자라칭하지

아니하며다시는네땅을황무지라칭하지아니하고

오직! 너를헵시바라하며네땅을쀼라라하리니이는

여호와께서너를기뻐하실것이며네땅이결혼한바

가될것임이라 5마치청년이처녀와결혼함같이네

아들들이너를취하겠고신랑이신부를기뻐함같이

네하나님이너를기뻐하시리라 6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성벽위에파숫군을세우고그들로종일종야에

잠잠치않게하였느니라너희여호와로기억하시게하

는자들아너희는쉬지말며 7또여호와께서예루살렘

을세워세상에서찬송을받게하시기까지그로쉬지

못하시게하라 8여호와께서그오른손,그능력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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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맹세하시되내가다시는네곡식을네원수들에게

식물로주지아니하겠고너의수고하여얻은포도주를

이방인으로마시지않게할것인즉 9오직추수한자가

그것을먹고나여호와를찬송할것이요거둔자가그

것을나의성소뜰에서마시리라하셨느니라 10성문으

로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길을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수축하라! 돌을제하라! 만민을위하여기를

들라! 11여호와께서땅끝까지반포하시되너희는딸

시온에게이르라보라네구원이임하느니라보라상

급이그에게있고보응이그앞에있느니라하셨느니

라 12사람들이너를일컬어거룩한백성이라, 여호와

의구속하신자라하겠고또너를일컬어찾은바된자

요버리지아니한성읍이라하리라

63에돔에서오며홍의를입고보스라에서오는자가

누구뇨?그화려한의복, 큰능력으로걷는자가누구뇨

그는내니의를말하는자요구원하기에능한자니라 2

어찌하여네의복이붉으며네옷이포도즙틀을밟는

자같으뇨 3만민중에나와함께한자가없이내가홀

로포도즙틀을밟았는데내가노함을인하여무리를

밟았고분함을인하여짓밟았으므로그들의선혈이내

옷에뛰어내의복을다더럽혔음이니 4이는내원수

갚는날이내마음에있고내구속할해가왔으나 5내

가본즉도와주는자도없고붙들어주는자도없으므

로이상히여겨내팔이나를구원하며내분이나를붙

들었음이라 6내가노함을인하여만민을밟았으며내

가분함을인하여그들을취케하고그들의선혈로땅

에쏟아지게하였느니라 7내가여호와께서우리에게

베푸신모든자비와그찬송을말하며그긍휼을따라

그많은자비를따라이스라엘집에베푸신큰은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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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리라 8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그들은실로나의

백성이요거짓을행치아니하는자녀라하시고그들의

구원자가되사 9그들의모든환난에동참하사자기앞

의사자로그들을구원하시며그사랑과그긍휼로그

들을구속하시고옛적모든날에그들을드시며안으

셨으나 10그들이반역하여주의성신을근심케하였으

므로그가돌이켜그들의대적이되사친히그들을치

셨더니 11백성이옛적모세의날을추억하여가로되

백성과양무리의목자를바다에서올라오게하신자

가이제어디계시뇨그들중에성신을두신자가이제

어디계시뇨 12그영광의팔을모세의오른손과함께

하시며그이름을영영케하려하사그들앞에서물로

갈라지게하시고 13그들을깊음으로인도하시되말이

광야에행함과같이넘어지지않게하신자가이제어

디계시뇨 14여호와의신이그들로골짜기로내려가는

가축같이편히쉬게하셨도다주께서이같이주의백

성을인도하사이름을영화롭게하셨나이다하였느니

라 15주여, 하늘에서굽어살피시며주의거룩하시고

영화로운처소에서보옵소서! 주의열성과주의능하

신행동이이제어디있나이까?주의베푸시던간곡한

자비와긍휼이내게그쳤나이다 16주는우리아버지시

라아브라함은우리를모르고이스라엘은우리를인정

치아니할지라도여호와여,주는우리의아버지시라

상고부터주의이름을우리의구속자라하셨거늘 17여

호와여,어찌하여우리로주의길에서떠나게하시며

우리의마음을강퍅케하사주를경외하지않게하시

나이까?원컨대주의종들곧주의산업인지파들을위

하사돌아오시옵소서 18주의거룩한백성이땅을차지

한지오래지아니하여서우리의대적이주의성소를



이사야 1369

유린하였사오니 19우리는주의다스림을받지못하는

자같으며주의이름으로칭함을받지못하는자같이

되었나이다

64원컨대주는하늘을가르고강림하시고주의앞에

서산들로진동하기를 2불이섶을사르며불이물을

끓임같게하사주의대적으로주의이름을알게하시

며열방으로주의앞에서떨게하옵소서 3주께서강림

하사우리의생각밖에두려운일을행하시던그때에

산들이주의앞에서진동하였사오니 4주외에는자기

를앙망하는자를위하여이런일을행한신을예로부

터들은자도없고귀로깨달은자도없고눈으로본자

도없었나이다 5주께서기쁘게의를행하는자와주의

길에서주를기억하는자를선대하시거늘우리가범죄

하므로주께서진노하셨사오며이현상이이미오랬사

오니우리가어찌구원을얻을수있으리이까? 6대저

우리는다부정한자같아서우리의의는다더러운옷

같으며우리는다쇠패함이잎사귀같으므로우리의

죄악이바람같이우리를몰아가나이다 7주의이름을

부르는자가없으며스스로분발하여주를붙잡는자

가없사오니이는주께서우리에게얼굴을숨기시며

우리의죄악을인하여우리로소멸되게하셨음이니라

8그러나여호와여, 주는우리아버지시니이다우리는

진흙이요주는토기장이시니우리는다주의손으로

지으신것이라 9여호와여과히분노하지마옵시며죄

악을영영히기억하지마옵소서구하오니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다주의백성이니이다 10주의거

룩한성읍들이광야가되었으며시온이광야가되었으

며예루살렘이황폐하였나이다 11우리열조가주를찬

송하던우리의거룩하고아름다운전이불에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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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즐거워하던곳이다황무하였나이다 12여호와

여,일이이러하거늘주께서오히려스스로억제하시

리이까?주께서오히려잠잠하시고우리로심한괴로

움을받게하시리이까?

65나는나를구하지아니하던자에게물음을받았으

며나를찾지아니하던자에게찾아냄이되었으며내

이름을부르지아니하던나라에게내가여기있노라

내가여기있노라하였노라 2내가종일손을펴서자

기생각을좇아불선한길을행하는패역한백성들을

불렀나니 3곧동산에서제사하며벽돌위에서분향하

여내앞에서항상내노를일으키는백성이라 4그들

이무덤사이에앉으며은밀한처소에서지내며돼지

고기를먹으며가증한물건의국을그릇에담으면서 5

사람에게이르기를너는네자리에섰고내게가까이

하지말라나는너보다거룩함이니라하나니이런자

들은내코의연기요종일타는불이로다 6보라이것

이내앞에기록되었으니내가잠잠치아니하고반드

시보응하되그들의품에보응할지라 7너희의죄악과

너희열조의죄악을함께하리니그들이산위에서분

향하며작은산위에서나를능욕하였음이라그러므로

내가먼저그행위를헤아리고그품에보응하리라여

호와가말하였느니라 8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

되포도송이에는즙이있으므로혹이말하기를그것을

상하지말라거기복이있느니라하나니나도내종들

을위하여그같이행하여다멸하지아니하고 9내가

야곱중에서씨를내며유다중에서나의산들을기업

으로얻을자를내리니나의택한자가이를기업으로

얻을것이요나의종들이거기거할것이라 10사론은

양떼의우리가되겠고아골골짜기는소떼의눕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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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어나를찾은내백성의소유가되려니와 11오직

나여호와를버리며나의성산을잊고갓에게상을베

풀어놓으며므니에게섞은술을가득히붓는너희여

12내가너희를칼에붙일것인즉다구푸리고살륙을

당하리니이는내가불러도너희가대답지아니하며

내가말하여도듣지아니하고나의눈에악을행하였

으며나의즐겨하지아니하는일을택하였음이니라 13

이러므로주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나의종들은먹

을것이로되너희는주릴것이니라보라나의종들은

마실것이로되너희는갈할것이니라보라!나의종들

은기뻐할것이로되너희는수치를당할것이니라 14

보라나의종들은마음이즐거우므로노래할것이로되

너희는마음이슬프므로울며심령이상하므로통곡할

것이며 15또너희의끼친이름은나의택한자의저줏

거리가될것이니라주여호와내가너를죽이고내종

들은다른이름으로칭하리라 16이러므로땅에서자기

를위하여복을구하는자는진리의하나님을향하여

복을구할것이요땅에서맹세하는자는진리의하나

님으로맹세하리니이는이전환난이잊어졌고내눈

앞에숨겨졌음이니라 17보라내가새하늘과새땅을

창조하나니이전것은기억되거나마음에생각나지아

니할것이라 18너희는나의창조하는것을인하여영

원히기뻐하며즐거워할지니라보라내가예루살렘으

로즐거움을창조하며그백성으로기쁨을삼고 19내

가예루살렘을즐거워하며나의백성을기뻐하리니우

는소리와부르짖는소리가그가운데서다시는들리

지아니할것이며 20거기는날수가많지못하여죽는

유아와수한이차지못한노인이다시는없을것이라

곧백세에죽는자가아이겠고백세못되어죽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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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은것이리라 21그들이가옥을건축하고그것에

거하겠고포도원을재배하고열매를먹을것이며 22그

들의건축한데타인이거하지아니할것이며그들의

재배한것을타인이먹지아니하리니이는내백성의

수한이나무의수한과같겠고나의택한자가그손으

로일한것을길이누릴것임이며 23그들의수고가헛

되지않겠고그들의생산한것이재난에걸리지아니

하리니그들은여호와의복된자의자손이요그소생

도그들과함께될것임이라 24그들이부르기전에내

가응답하겠고그들이말을마치기전에내가들을것

이며 25이리와어린양이함께먹을것이며사자가소

처럼짚을먹을것이며뱀은흙으로식물을삼을것이

니나의성산에서는해함도없겠고상함도없으리라

여호와의말이니라

66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하늘은나의보좌

요땅은나의발등상이니너희가나를위하여무슨집

을지을꼬나의안식할처소가어디랴 2나여호와가

말하노라나의손이이모든것을지어서다이루었느

니라무릇마음이가난하고심령에통회하며나의말

을인하여떠는자그사람은내가권고하려니와 3소

를잡아드리는것은살인함과다름이없고어린양으

로제사드리는것은개의목을꺾음과다름이없으며

드리는예물은돼지의피와다름이없고분향하는것

은우상을찬송함과다름이없이하는그들은자기의

길을택하며그들의마음은가증한것을기뻐한즉 4나

도유혹을그들에게택하여주며그무서워하는것을

그들에게임하게하리니이는내가불러도대답하는

자없으며내가말하여도그들이청종하지않고오직

나의목전에악을행하며나의기뻐하지아니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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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택하였음이니라하시니라 5여호와의말씀을인하

여떠는자들아그말씀을들을지어다이르시되너희

형제가너희를미워하며내이름을인하여너희를쫓

아내며이르기를여호와께서는영광을나타내사너희

기쁨을우리에게보이시기를원하노라하였으나그들

은수치를당하리라하셨느니라 6훤화하는소리가성

읍에서부터오며목소리가성전에서부터들리니이는

여호와께서그대적에게보응하시는목소리로다 7시

온은구로하기전에생산하며고통을당하기전에남

자를낳았으니 8이러한일을들은자가누구이며이러

한일을본자가누구이뇨나라가어찌하루에생기겠

으며민족이어찌순식간에나겠느냐그러나시온은

구로하는즉시에그자민을순산하였도다 9여호와께

서가라사대내가임산케하였은즉해산케아니하겠느

냐네하나님이가라사대나는해산케하는자인즉어

찌태를닫겠느냐하시니라 10예루살렘을사랑하는자

여다그와함께기뻐하라다그와함께즐거워하라그

를위하여슬퍼하는자여다그의기쁨을인하여그와

함께기뻐하라 11너희가젖을빠는것같이그위로하

는품에서만족하겠고젖을넉넉히빤것같이그영광

의풍성함을인하여즐거워하리라 12여호와께서이같

이말씀하시되보라내가그에게평강을강같이, 그에

게열방의영광을넘치는시내같이주리니너희가그

젖을빨것이며너희가옆에안기며그무릎에서놀것

이라 13어미가자식을위로함같이내가너희를위로

할것인즉너희가예루살렘에서위로를받으리니 14너

희가이를보고마음이기뻐서너희뼈가연한풀의무

성함같으리라여호와의손은그종들에게나타나겠고

그의진노는그원수에게더하리라 15보라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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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옹위되어강림하시리니그수레들은회리바람같

으리로다그가혁혁한위세로노를베푸시며맹렬한

화염으로견책하실것이라 16여호와께서불과칼로모

든혈육에게심판을베푸신즉여호와께살륙당할자

가많으리니 17스스로거룩히구별하며스스로정결케

하고동산에들어가서그가운데있는자를따라돼지

고기와가증한물건과쥐를먹는자가다함께망하리

라여호와의말씀이니라 18내가그들의소위와사상을

아노라때가이르면열방과열족을모으리니그들이

와서나의영광을볼것이며 19내가그들중에징조를

세워서그들중도피한자를열방곧다시스와뿔과활

을당기는룻과및두발과야완과또나의명성을듣지

도못하고나의영광을보지도못한먼섬들로보내리

니그들이나의영광을열방에선파하리라 20나여호

와가말하노라이스라엘자손이예물을깨끗한그릇에

담아여호와의집에드림같이그들이너희모든형제

를열방에서나의성산예루살렘으로말과수레와교

자와노새와약대에태워다가여호와께예물로드릴

것이요 21나는그중에서택하여제사장과레위인을

삼으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22나여호와가말하노라

나의지을새하늘과새땅이내앞에항상있을것같

이너희자손과너희이름이항상있으리라 23여호와

가말하노라매월삭과매안식일에모든혈육이이르

러내앞에경배하리라 24그들이나가서내게패역한

자들의시체들을볼것이라그벌레가죽지아니하며

그불이꺼지지아니하여모든혈육에게가증함이되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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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1베냐민땅아나돗의제사장중힐기야의아들예레

미야의말이라 2아몬의아들유다왕요시야의다스린

지십삼년에여호와의말이라이예레미야에게임하

였고 3요시야의아들유다왕여호야김시대부터요시

야의아들유다왕시드기야의제십일년말까지임하

니라이해오월에예루살렘이사로잡히니라 4여호와

의말씀이내게임하니라이르시되 5내가너를복중

에짓기전에너를알았고네가태에서나오기전에너

를구별하였고너를열방의선지자로세웠노라하시기

로 6내가가로되 `슬프도소이다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아이라말할줄을알지못하나이다' 7여호와께서

내게이르시되너는아이라하지말고내가너를누구

에게보내든지너는가며내가네게무엇을명하든지

너는말할지니라 8너는그들을인하여두려워말라!

내가너와함께하여너를구원하리라나여호와의말

이니라!하시고 9여호와께서그손을내밀어내입에

대시며내게이르시되보라, 내가내말을네입에두었

노라 10보라, 내가오늘날너를열방만국위에세우고

너를뽑으며파괴하며파멸하며넘어뜨리며건설하며

심게하였느니라 11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니라

이르시되예레미야야! 네가무엇을보느냐? 대답하되

`내가살구나무가지를보나이다' 12여호와께서내게

이르시되네가잘보았도다이는내가내말을지켜그

대로이루려함이니라 13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재

앙이북방에서일어나이땅의모든거민에게임하리

라 14나여호와가말하노라! 내가북방모든나라의족

속을부를것인즉그들이와서예루살렘성문어귀에

각기자리를정하고그사면성벽과유다모든성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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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라 15무리가나를버리고다른신들에게분향하며

자기손으로만든것에절하였은즉내가나의심판을

베풀어그들의모든죄악을징계하리라 16그러므로너

는네허리를동이고일어나내가네게명한바를다그

들에게고하라그들을인하여두려워말라! 두렵건대

내가너로그들앞에서두려움을당하게할까하노라

17보라,내가오늘날너로그온땅과유다왕들과그족

장들과그제사장들과그땅백성앞에견고한성읍, 쇠

기둥, 놋성벽이되게하였은즉 18그들이너를치나이

기지못하리니이는내가너와함께하여너를구원할

것임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2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니라이르시되 2가서예

루살렘거민의귀에외쳐말할지니라여호와께서이같

이말씀하시기를네소년때의우의와네결혼때의사

랑곧씨뿌리지못하는땅, 광야에서어떻게나를좇았

음을내가너를위하여기억하노라 3그때에이스라엘

은나여호와의성물곧나의소산중처음열매가되었

나니그를삼키는자면다벌을받아재앙을만났으리

라여호와의말이니라 4야곱집과이스라엘집모든

가족아!나여호와의말을들으라 5나여호와가이같

이말하노라너희열조가내게서무슨불의함을보았

관대나를멀리하고허탄한것을따라헛되이행하였

느냐? 6그들이우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시고

광야곧사막과구덩이땅, 건조하고사망의음침한땅,

사람이다니지아니하고거주하지아니하는땅을통과

케하시던여호와께서어디계시냐말하지아니하였도

다 7내가너희를인도하여기름진땅에들여그과실

과그아름다운것을먹게하였거늘너희가이리로들

어와서는내땅을더럽히고내기업을가증히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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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8제사장들은여호와께서어디계시냐하지아니

하며법잡은자들은나를알지못하며관리들도나를

항거하며선지자들은바알의이름으로예언하고무익

한것을좇았느니라 9그러므로내가여전히너희와다

투고너희후손과도다투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0너

희는깃딤섬들에건너가보며게달에도사람을보내

어이같은일의유무를자세히살펴보라 11어느나라

가그신을신아닌것과바꾼일이있느냐?그러나나의

백성은그영광을무익한것과바꾸었도다 12너하늘

아이일을인하여놀랄지어다심히떨지어다두려워

할지어다여호와의말이니라 13내백성이두가지악을

행하였나니곧생수의근원되는나를버린것과, 스스

로웅덩이를판것인데그것은물을저축지못할터진

웅덩이니라 14이스라엘이종이냐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되었느냐? 15어린사자들이너를향하여부르

짖으며소리를날려네땅을황무케하였으며네성읍

들은불타서거민이없게되었으며 16놉과다바네스의

자손도네정수리를상하였으니 17네하나님여호와가

너를길로인도할때에네가나를떠남으로이를자취

함이아니냐 18네가시홀의물을마시려고애굽길에

있음은어찜이며또그하수를마시려고앗수르길에

있음은어찜이요 19네악이너를징계하겠고네패역

이너를책할것이라그런즉네하나님여호와를버림

과네속에나를경외함이없는것이악이요고통인줄

알라주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20네가옛적부터

네멍에를꺾고네결박을끊으며말하기를나는순복

지아니하리라하고모든높은산위와모든푸른나무

아래서몸을굽혀행음하도다 21내가너를순전한참

종자곧귀한포도나무로심었거늘내게대하여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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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의악한가지가됨은어찜이뇨 22주여호와

내가말하노라!네가잿물로스스로씻으며수다한비

누를쓸지라도네죄악이오히려내앞에그저있으리

니 23네가어찌말하기를나는더럽히지아니하였다

바알들을좇지아니하였다하겠느냐골짜기속에있는

네길을보라네행한바를알것이니라너는발이빠른

젊은암약대가그길에어지러이달림같았으며 24너

는광야에익숙한들암나귀가그성욕이동하므로헐

떡거림같았도다그성욕의때에누가그것을막으리

요그것을찾는자들이수고치아니하고그것의달에

만나리라 25내가또말하기를네발을제어하여벗은

발이되게말며목을갈하게말라하였으나오직너는

말하기를아니라이는헛된말이라내가이방신을사

랑하였은즉그를따라가겠노라하도다 26도적이붙들

리면수치를당함같이이스라엘집곧그왕들과족장

들과제사장들과선지자들이수치를당하였느니라 27

그들이나무를향하여너는나의아비라하며돌을향

하여너는나를낳았다하고그등을내게로향하고그

얼굴은내게로향치아니하다가환난을당할때에는

이르기를일어나우리를구원하소서하리라 28네가만

든네신들이어디있느뇨?그들이너의환난을당할때

에구원할수있으면일어날것이니라유다여, 너의신

들이너의성읍수와같도다 29나여호와가말하노라!

너희가나와다툼은어찜이뇨너희가다내게범과하

였느니라 30내가너희자녀를때림도무익함은그들도

징책을받지아니함이라너희칼이사나운사자같이

너희선지자들을삼켰느니라 31너희이세대여여호와

의말을들어보라내가이스라엘에게광야가되었었

느냐흑암한땅이되었었느냐무슨연고로내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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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우리는놓였으니다시주께로가지않겠다

하느냐 32처녀가어찌그패물을잊겠느냐? 신부가어

찌그고운옷을잊겠느냐?오직내백성은나를잊었나

니그날수는계수할수없거늘 33네가어찌사랑을얻

으려고네행위를아름답게꾸미느냐?그러므로네행

위를악한여자들에게까지가르쳤으며 34또네옷단에

죄없는가난한자를죽인피가묻었나니그들이담구

멍을뚫음을인함이아니라오직이모든일로너를책

망함을인함이니라 35그러나너는말하시기를나는무

죄하니그진노가참으로내게서떠났다하거니와보

라네말이나는죄를범치아니하였다함을인하여내

가너를심판하리라 36네가어찌하여네길을바꾸어

부지런히돌아다니느뇨네가앗수르로인하여수치를

당함같이애굽으로인하여수치를당할것이라 37네가

두손으로네머리를싸고거기서도나가리니이는네

가의지하는자들을나여호와가버렸으므로네가그

들을인하여형통치못할것임이니라

3세상에서말하기를가령사람이그아내를버리므로

그가떠나타인의아내가된다하자본부가그를다시

받겠느냐?그리하면그땅이크게더러워지지않겠느

냐?하느니라나여호와가말하노라네가많은무리와

행음하고도내게로돌아오려느냐? 2네눈을들어자산

을보라너의행음치아니한곳이어디있느냐?네가길

가에앉아사람을기다린것이광야에있는아라바사

람같아서음란과행악으로이땅을더럽혔도다 3그러

므로단비가그쳐졌고늦은비가없어졌느니라그럴

지라도네가창녀의낯을가졌으므로수치를알지못

하느니라 4네가이제부터는내게부르짖기를나의아

버지여, 아버지는나의소시의애호자시오니 5노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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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계속하시겠으며끝까지두시겠나이까하지않겠

느냐보라네가이같이말하여도악을행하여네욕심

을이루었느니라하시니라 6요시야왕때에여호와께

서또내게이르시되네가배역한이스라엘의행한바

를보았느냐그가모든높은산에오르며모든푸른나

무아래로가서거기서행음하였도다 7그가이모든

일을행한후에내가말하기를그가내게로돌아오리

라하였으나오히려내게로돌아오지아니하였고그

패역한자매유다는그것을보았느니라 8내게배역한

이스라엘이간음을행하였으므로내가그를내어쫓고

이혼서까지주었으되그패역한자매유다가두려워

아니하고자기도가서행음함을내가보았노라 9그가

돌과나무로더불어행음함을가볍게여기고행음하여

이땅을더럽혔거늘 10이모든일이있어도그패역한

자매유다가진심으로내게돌아오지아니하고거짓으

로할뿐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11여호와께서내

게이르시되배역한이스라엘은패역한유다보다오히

려의로움이나타났나니 12너는가서북을향하여이

말을선포하여이르라여호와께서가라사대배역한이

스라엘아돌아오라! 나의노한얼굴을너희에게로향

하지아니하리라나는긍휼이있는자라노를한없이

품지아니하느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13너는오직네

죄를자복하라!이는네하나님여호와를배반하고네

길로달려모든푸른나무아래서이방신에게절하고

내목소리를듣지아니하였음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

라 14나여호와가말하노라배역한자식들아돌아오라

! 나는너희남편임이니라! 내가너희를성읍에서하나

와족속중에서둘을택하여시온으로데려오겠고 15

내가또내마음에합하는목자를너희에게주리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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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지식과명철로너희를양육하리라 16나여호와가

말하노라너희가이땅에서번성하여많아질때에는

사람사람이여호와의언약궤를다시는말하지아니할

것이요, 생각지아니할것이요, 기억지아니할것이요,

찾지아니할것이요, 만들지아니할것이며 17그때에

예루살렘이여호와의보좌라일컬음이되며열방이그

리로모이리니곧여호와의이름으로인하여예루살렘

에모이고다시는그들의악한마음의강퍅한대로행

치아니할것이며 18그때에유다족속이이스라엘족

속과동행하여북에서부터나와서내가너희열조에게

기업으로준땅에함께이르리라 19내가스스로말하

기를내가어떻게하든지너를자녀중에두며허다한

나라중에아름다운산업인이낙토를네게주리라하

였고내가다시말하기를너희가나를나의아버지라

하고나를떠나지말것이니라하였노라 20그런데이스

라엘족속아!마치아내가그남편을속이고떠남같이

너희가정녕히나를속였느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21

소리가자산위에서들리니곧이스라엘자손의애곡

하며간구하는것이라그들이그길을굽게하며자기

하나님여호와를잊어버렸음이로다 22배역한자식들

아돌아오라내가너희의배역함을고치리라보소서!

우리가주께왔사오니주는우리하나님여호와이심이

니이다 23작은산들과큰산위의떠드는무리에게바

라는것은참으로허사라이스라엘의구원은진실로

우리하나님여호와께있나이다 24부끄러운그것이우

리의어렸을때로부터우리열조의산업인양떼와소

떼와아들들과딸들을삼켰사온즉 25우리는수치중에

눕겠고우리는수욕에덮이울것이니이는우리와우

리열조가어렸을때로부터오늘까지우리하나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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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께범죄하여우리하나님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

치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스라엘아네가돌아오려거

든내게로돌아오라네가만일나의목전에서가증한

것을버리고마음이요동치아니하며 2진실과공평과

정의로여호와의삶을가리켜맹세하면열방이나로

인하여스스로복을빌며나로인하여자랑하리라 3나

여호와가유다와예루살렘사람에게이같이이르노라

너희묵은땅을갈고가시덤불속에파종하지말라 4

유다인과예루살렘거민들아너희는스스로할례를행

하여너희마음가죽을베고나여호와께속하라그렇

지아니하면너희행악을인하여나의분노가불같이

발하여사르리니그것을끌자가없으리라 5너희는유

다에선포하며예루살렘에공포하여이르기를이땅에

서나팔을불라하며또크게외쳐이르기를너희는모

이라우리가견고한성으로들어가자하고 6시온을향

하여기호를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말라, 내가북

방에서재앙과큰멸망으로이르게할것임이니라 7사

자가그수풀에서올라왔으며열방을멸하는자가나

아왔으되네땅을황폐케하려고이미그처소를떠나

나왔은즉네성읍들이황폐하여거민이없게되리니 8

이를인하여너희는굵은베를두르고애곡하라대저

여호와의맹렬한노가아직너희에게서돌이키지아니

하였음이니라 9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에왕과방

백들은실심할것이며제사장들은놀랄것이며선지자

들은깜짝놀라리라 10내가가로되슬프도소이다주

여호와여,주께서진실로이백성과예루살렘을크게

속이셨나이다이르시기를너희에게평강이있으리라

하시더니칼이생명에미쳤나이다 11그때에이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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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예루살렘에이를자있어서뜨거운바람이광야자

산에서내딸백성에게불어온다하리라이는키질하

기위함도아니요정결케하려함도아니며 12이보다

더강한바람이나를위하여오리니이제내가그들에

게심판을베풀것이라 13보라그가구름같이올라오

나니그병거는회리바람같고그말들은독수리보다

빠르도다우리에게화있도다! 우리는멸망하도다하

리라 14예루살렘아네마음의악을씻어버리라! 그리

하면구원을얻으리라! 네악한생각이네속에얼마나

오래머물겠느냐? 15단에서소리를선포하며에브라

임산에서재앙을공포하는도다 16너희는열방에고하

며또예루살렘에알게하기를에워싸고치는자들이

먼땅에서부터와서유다성읍들을향하여소리를지

른다하라 17그들이밭을지키는자같이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이는그가나를거역한연고니라여호와의

말이니라 18네길과행사가이일들을부르게하였나

니이는너의악함이라그고통이네마음에까지미치

느니라 19슬프고아프다, 내마음속이아프고내마음

이답답하여잠잠할수없으니이는나의심령네가나

팔소리와전쟁의경보를들음이로다 20패망에패망이

연속하여온땅이탈취를당하니나의천막은홀연히

파멸되며나의휘장은잠시간에열파되도다 21내가저

기호를보며나팔소리듣기를어느때까지할꼬 22내

백성은나를알지못하는우준한자요지각이없는미

련한자식이라악을행하기에는지각이있으나선을

행하기에는무지하도다 23내가땅을본즉혼돈하고공

허하며하늘들을우러른즉거기빛이없으며 24내가

산들을본즉다진동하며작은산들도요동하며 25내

가본즉사람이없으며공중의새가다날아갔으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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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본즉좋은땅이황무지가되었으며그모든성읍

이여호와의앞그맹렬한진노앞에무너졌으니 27이

는여호와의말씀에이온땅이황폐할것이나내가진

멸하지는아니할것이며 28이로인하여땅이슬퍼할

것이며위의하늘이흑암할것이라내가이미말하였

으며작정하였고후회하지아니하였은즉또한돌이키

지아니하리라하셨음이로다 29기병과활쏘는자의

훤화로인하여모든성읍이도망하여수풀에들어가고

바위에기어오르며각성읍이버림을당하여거기거

하는사람이없나니 30멸망을당한자여, 네가어떻게

하려느냐?네가붉은옷을입고금장식으로단장하고

눈을그려꾸밀지라도너의화장한것이헛된일이라

연인들이너를멸시하여네생명을찾느니라 31내가

소리를들은즉여인의해산하는소리같고초산하는

자의고통하는소리같으니이는딸시온의소리라그

가헐떡이며그손을펴고이르기를내게화있도다! 살

륙하는자를인하여나의심령이피곤하도다하는도

다

5너희는예루살렘거리로빨리왕래하며그넓은거

리에서찾아보고알라너희가만일공의를행하며진

리를구하는자를한사람이라도찾으면내가이성을

사하리라 2그들이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할지라도

실상은거짓맹세니라 3여호와여주의눈이성실을돌

아보지아니하시나이까주께서그들을치셨을지라도

그들이아픈줄을알지못하며그들을거진멸하셨을지

라도그들이징계를받지아니하고그얼굴을반석보

다굳게하여돌아오기를싫어하므로 4내가말하기를

이무리는비천하고우준한것뿐이라여호와의길, 자

기하나님의법을알지못하니 5내가귀인들에게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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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말하리라그들은여호와의길,자기하나님

의법을안다하였더니그들도일제히그멍에를꺾고

결박을끊은지라 6그러므로수풀에서나오는사자가

그들을죽이며사막의이리가그들을멸하며표범이

성읍들을엿보온즉그리로나오는자마다찢기오리니

이는그들의허물이많고패역이심함이니이다 7내가

어찌너를사하겠느냐네자녀가나를버리고신이아

닌것들로맹세하였으며내가그들을배불리먹인즉

그들이행음하며창기의집에허다히모이며 8그들은

살지고두루다니는수말같이각기이웃의아내를따

라부르짖는도다 9나여호와가이르노라내가어찌이

일들을인하여벌하지아니하겠으며내마음이이런

나라에보수하지않겠느냐? 10너희는그성벽에올라

가훼파하되다훼파하지말고그가지만꺾어버리라

여호와의것이아님이니라 11나여호와가말하노라이

스라엘족속과유다족속이내게심히패역하였느니라

12그들이여호와를인정치아니하며말하기를여호와

는계신것이아닌즉재앙이우리에게임하지않을것

이요우리가칼과기근을보지아니할것이며 13선지

자들은바람이라말씀이그들의속에있지아니한즉

그같이그들이당하리라하느니라 14그러므로만군의

하나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그들이이말을하였

은즉볼지어다! 내가네입에있는나의말로불이되게

하고이백성으로나무가되게하리니그불이그들을

사르리라 15나여호와가말하노라이스라엘족속아!

보라내가한나라를원방에서너희에게로오게하리

니곧강하고오랜나라이라그방언을네가알지못하

며그말을네가깨닫지못하느니라 16그전통은열림

묘실이요그사람들은다용사라 17그들이네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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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먹을추수곡물과양식을먹으며네양떼와소떼를

먹으며네포도나무와무화과나무열매를먹으며네가

의뢰하는견고한성들을칼로파멸하리라 18나여호와

가말하노라그때에도내가너희를진멸치는아니하

리라 19그들이만일이르기를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

어찌하여이모든일을우리에게행하셨느뇨하거든

너는그들에게이르기를너희가여호와를버리고너희

땅에서이방신들을섬겼은즉이와같이너희것이아

닌땅에서이방인들을섬기리라하라 20너는이를야

곱집에선포하며유다에공포하여이르기를 21우준하

여지각이없으며눈이있어도보지못하며귀가있어

도듣지못하는백성이여, 이를들을지어다 22여호와

께서말씀하시되너희가나를두려워아니하느냐?내

앞에서떨지아니하겠느냐내가모래를두어바다의

계한을삼되그것으로영원한계한을삼고지나치지

못하게하였으므로파도가흉용하나그것을이기지못

하며뛰노나그것을넘지못하느니라 23그러나너희

백성은배반하며패역하는마음이있어서이미배반하

고갔으며 24또너희마음으로우리에게이른비와늦

은비를때를따라주시며우리를위하여추수기한을

정하시는우리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자말하지도아

니하니 25너희허물이이러한일들을물리쳤고너희

죄가너희에게오는좋은것을막았느니라 26내백성

너희중에악인이있어서새사냥군의매복함같이지

키며덫을놓아사람을잡으며 27조롱에새들이가득

함같이너희집들에속임이가득하도다그러므로너희

가창대하고거부가되어 28살지고윤택하며또행위

가심히악하여자기이익을얻으려고송사곧고아의

송사를공정히하지아니하며빈민의송사를공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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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치아니하니 29내가이일들을인하여벌하지아

니하겠으며내마음이이같은나라에보수하지않겠느

냐여호와의말이니라 30이땅에기괴하고놀라운일

이있도다 31선지자들은거짓을예언하며제사장들은

자기권력으로다스리며내백성은그것을좋게여기

니그결국에는너희가어찌하려느냐

6베냐민자손들아예루살렘중에서피난하라드고아

에서나팔을불고벧학게렘에서기호를들라재앙과

큰파멸이북방에서엿보아옴이니라 2아름답고묘한

딸시온을내가멸절하리니 3목자들이그무리양을

몰고와서그사면에자기장막을치고각기처소에서

먹이리로다 4너희는그를치기를준비하라일어나라

우리가정오에올라가자아하, 아깝다날이기울어저

녁볕그늘이길었구나 5일어나라우리가밤으로올라

가서그전각들을헐자하도다 6나만군의여호와가

이같이말하노라너희는나무를베어서예루살렘을향

하여흉벽을쌓으라이는벌받을성이라그중에는오

직포학한것뿐이니라 7샘이그물을솟쳐냄같이그가

그악을발하니강포와탈취가거기서들리며질병과

창상이내앞에계속하느니라 8예루살렘아너는훈계

를받으라!그리하지아니하면내마음이너를싫어하

고너로황무케하여거민이없는땅을만들리라 9만

군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포도를땀같이

그들이이스라엘의남은자를말갛게주우리라너는

포도따는자처럼네손을광주리에자주자주놀리라

하시나니 10내가누구에게말하며누구에게경책하여

듣게할꼬보라그귀가할례를받지못하였으므로듣

지못하는도다보라여호와의말씀을그들이자기에게

욕으로여기고이를즐겨아니하니 11그러므로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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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노가내게가득하여참기어렵도다그것을거리

에있는아이들과모인청년들에게부으리니지아비와

지어미와노인과늙은이가다잡히리로다 12여호와께

서말씀하시되내가그땅거민에게내손을펼것인즉

그들의집과전지와아내가타인의소유로이전되리니

13이는그들이가장작은자로부터큰자까지다탐남

하며선지자로부터제사장까지다거짓을행함이라 14

그들이내백성의상처를심상히고쳐주며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하나평강이없도다 15그들이가

증한일을행할때에부끄러워하였느냐?아니라조금

도부끄러워아니할뿐아니라얼굴도붉어지지않았느

니라그러므로그들이엎드러지는자와함께엎드러질

것이라내가그들을벌하리니그때에그들이거꾸러

지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6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

하시되너희는길에서서보며옛적길곧선한길이어

디인지알아보고그리로행하라너희심령이평강을

얻으리라하나그들의대답이우리는그리로행치않

겠노라하였으며 17내가또너희위에파수군을세웠

으니나팔소리를들으라하나그들의대답이우리는

듣지않겠노라하였도다 18그러므로너희열방아들으

라,회중아그들의당할일을알라 19땅이여,들으라내

가이백성에게재앙을내리리니이것이그들의생각

의결과라그들이내말을듣지아니하며내법을버렸

음이니라 20시바에서유향과원방에서향품을내게로

가져옴은어찜이요나는그들의번제를받지아니하며

그들의희생을달게여기지않노라 21그러므로나여

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보라내가이백성앞에거침

을두리니아비와아들들이한가지로거기거치며이

웃과그친구가함께멸망하리라 22여호와께서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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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되보라한민족이북방에서오며큰나라가

땅끝에서부터떨쳐일어나나니 23그들은활과창을

잡았고잔인하여자비가없으며그목소리는바다가

흉용함같은자라그들이말을타고전사같이다항오

를벌이고딸시온너를치려하느니라하시도다 24우리

가그소문을들었으므로손이약하여졌고고통이우

리를잡았으므로아픔이해산하는여인같도다 25너희

는밭에도나가지말라길로도행치말라대적의칼이

있고사방에두려움이있음이니라 26딸내백성이굵

은베를두르고재에서굴며독자를잃음같이슬퍼하

며통곡할지어다멸망시킬자가홀연히우리에게올

것임이니라 27주께서가라사대내가이미너로내백

성중에살피는자와요새를삼아그들의길을알고살

피게하였노라 28그들은다심히패역한자며다니며

비방하는자며그들은놋과철이며다사악한자라 29

풀무를맹렬히불면그불에납이살라져서단련하는

자의일이헛되게되느니라이와같이악한자가제하

여지지아니하나니 30사람들이그들을내어버린은이

라칭하게될것은나여호와가그들을버렸음이니라

7여호와께로서예레미야에게말씀이임하니라가라

사대 2너는여호와의집문에서서이말을선포하여

이르기를여호와께경배하러이문으로들어가는유다

인아다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 3만군의여호와이스

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길과행위를

바르게하라그리하면내가너희로이곳에거하게하

리라 4너희는이것이여호와의전이라, 여호와의전이

라,여호와의전이라하는거짓말을믿지말라 5너희

가만일길과행위를참으로바르게하여이웃들사이

에공의를행하며 6이방인과고아와과부를압제하지



예레미야 1390

말며무죄한자의피를이곳에서흘리지아니하며다

른신들을좇아스스로해하지아니하면 7내가너희를

이곳에거하게하리니곧너희조상에게영원무궁히

준이땅에니라 8너희가무익한거짓말을의뢰하는도

다 9너희가도적질하며살인하며간음하며거짓맹세

하며바알에게분향하며너희의알지못하는다른신

들을좇으면서 10내이름으로일컬음을받는이집에

들어와서내앞에서서말하기를우리가구원을얻었

나이다하느냐이는이모든가증한일을행하려함이

로다 11내이름으로일컬음을받는이집이너희눈에

는도적의굴혈로보이느냐?보라나곧내가그것을보

았노라여호와의말이니라 12너희는내가처음으로내

이름을둔처소실로에가서내백성이스라엘의악을

인하여내가어떻게행한것을보라 13나여호와가말

하노라이제너희가그모든일을행하였으며내가너

희에게말하되새벽부터부지런히말하여도듣지아니

하였고너희를불러도대답지아니하였느니라 14그러

므로내가실로에행함같이너희가의뢰하는바내이

름으로일컬음을받는이집곧너희와너희열조에게

준이곳에행하겠고 15내가너희모든형제곧에브라

임온자손을쫓아냄같이내앞에서너희를쫓아내리

라하셨다할지니라 16그런즉너는이백성을위하여

기도하지말라그들을위하여부르짖어구하지말라

내게간구하지말라내가너를듣지아니하리라 17너

는그들이유다성읍들과예루살렘거리에서행하는

일을보지못하느냐? 18자식들은나무를줍고아비들

은불을피우며부녀들은가루를반죽하여하늘황후

를위하여과자를만들며그들이또다른신들에게전

제를부음으로나의노를격동하느니라 19나여호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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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노라그들이나를격노케함이냐?어찌자기얼굴

에수욕을자취함이아니냐? 20그러므로주여호와내

가이같이말하노라보라나의진노와분한을이곳에

붓되사람과짐승과들나무와땅의소산에부으리니

불같이살라지고꺼지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21만군

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너

희희생에번제물을아울러그고기를먹으라 22대저

내가너희열조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날에번제

나희생에대하여말하지아니하며명하지아니하고

23오직내가이것으로그들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

는내목소리를들으라!그리하면나는너희하나님이

되겠고너희는내백성이되리라너희는나의명한모

든길로행하라그리하면복을받으리라하였으나 24

그들이청종치아니하며귀를기울이지도아니하고자

기의악한마음의꾀와강퍅한대로행하여그등을내

게로향하고그얼굴을향치아니하였으며 25너희열

조가애굽땅에서나온날부터오늘까지내가내종선

지자들을너희에게보내었으되부지런히보내었으나

26너희가나를청종치아니하며귀를기울이지아니하

고목을굳게하여너희열조보다악을더행하였느니

라 27네가그들에게이모든말을할지라도그들이너

를청종치아니할것이요네가그들을불러도그들이

네게대답지아니하리니 28너는그들에게말하기를너

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치아니하며

교훈을받지아니하는국민이라진실이없어져너희

입에서끊어졌다할지니라 29예루살렘아,너의머리털

을베어버리고자산위에서호곡할지어다여호와께서

그노하신바이세대를끊어버리셨음이니라 30여호와

께서말씀하시되유다자손이나의목전에악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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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내이름으로일컬음을받는집에그들의가증한것

을두어집을더럽혔으며 31힌놈의아들골짜기에도

벳사당을건축하고그자녀를불에살랐나니내가명

하지아니하였고내마음에생각지도아니한일이니라

32그러므로나여호와가말하노라날이이르면이곳

을도벳이라하거나힌놈의아들의골짜기라칭하지

아니하고살륙의골짜기라칭하리니매장할자리가없

도록도벳에장사함을인함이니라 33이백성의시체가

공중의새와땅짐승의밥이될것이나그것을쫓을자

가없을것이라 34그때에내가유다성읍들과예루살

렘거리에기뻐하는소리,즐기는소리,신랑의소리,

신부의소리가끊쳐지게하리니땅이황폐하리라

8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때에사람들이유다왕들

의뼈와그방백들의뼈와제사장들의뼈와선지자들

의뼈와예루살렘거민의뼈를그묘실에서끌어내어 2

그들의사랑하며섬기며순종하며구하며경배하던해

와달과하늘의뭇별아래쬐리니그뼈가거두이거나

묻히지못하여지면에서분토같을것이며 3이악한

족속의남아있는자, 무릇내게쫓겨나서각처에남아

있는자가사는것보다죽는것을원하리라만군의여

호와의말이니라 4너는또그들에게말하기를여호와

의말씀에사람이엎드러지면어찌일어나지아니하겠

으며사람이떠나갔으면어찌돌아오지아니하겠느냐

? 5이예루살렘백성이항상나를떠나물러감은어찜

이뇨그들이거짓을고집하고돌아오기를거절하도다

6내가귀를기울여들은즉그들이정직을말하지아니

하며그악을뉘우쳐서나의행한것이무엇인고말하

는자가없고전장을향하여달리는말같이각각그길

로행하도다 7공중의학은그정한시기를알고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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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제비와두루미는그올때를지키거늘내백성은여

호와의규례를알지못하도다하셨다하라 8너희가어

찌우리는지혜가있고우리에게는여호와의율법이

있다말하겠느뇨참으로서기관의거짓붓이거짓되게

하였나니 9지혜롭다하는자들은수욕을받으며경황

중에잡히리라보라그들이나여호와의말을버렸으

니그들에게무슨지혜가있으랴 10그러므로내가그

들의아내를타인에게주겠고그들의전지를그차지

할자들에게주리니그들은가장작은자로부터큰자

까지다탐남하며선지자로부터제사장까지다거짓을

행함이라 11그들이딸내백성의상처를심상히고쳐

주며말하기를평강하다,평강하다하나평강이없도

다 12그들이가증한일을행할때에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조금도부끄러워아니할뿐아니라얼굴도붉

어지지아니하였느니라그러므로그들이엎드러질자

와함께엎드러질것이라내가그들을벌할때에그들

이거꾸러지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3여호와께서말

씀하시되내가그들을진멸하리니포도나무에포도가

없을것이며무화과나무에무화과가없을것이며그

잎사귀가마를것이라내가그들에게준것이없어지

리라하셨나니 14우리가어찌가만히앉았으랴모일지

어다우리가견고한성읍들로나들어가서거기서멸망

하자우리가여호와께범죄하였으므로우리하나님여

호와께서우리를멸하시며우리에게독한물을마시우

심이니라 15우리가평강을바라나좋은것이없으며

고치심을입을때를바라나놀라움뿐이로다 16그말

의부르짖음이단에서부터들리고그준마들의우는

소리에온땅이진동하며그들이이르러이땅과그소

유와성읍과그중의거민을삼켰도다 17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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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되내가술법으로도제어할수없는뱀과독

사를너희중에보내리니그것들이너희를물리라하

시도다 18슬프다, 나의근심이여어떻게위로를얻을

수있을까?나의중심이번뇌하도다 19딸,내백성의

심히먼땅에서부르짖는소리로다이르기를여호와께

서시온에계시지아니한가, 그왕이그중에계시지아

니한가그러나여호와께서는이르시기를그들이어찌

하여그조각한신상과이방의헛된것들로나를격노

케하였는고하시니 20추수할때가지나고여름이다

하였으나우리는구원을얻지못한다하는도다 21딸

내백성이상하였으므로나도상하여슬퍼하며놀라움

에잡혔도다 22길르앗에는유향이있지아니한가그곳

에는의사가있지아니한가딸내백성이치료를받지

못함은어찜인고

9어찌하면내머리는물이되고내눈은눈물근원이

될꼬그렇게되면살륙당한딸내백성을위하여주야

로곡읍하리로다 2어찌하면내가광야에서나그네의

유할곳을얻을꼬그렇게되면내백성을떠나가리니

그들은다행음하는자요패역한자의무리가됨이로

다 3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그들이활을당김같이그

혀를놀려거짓을말하며그들이이땅에서강성하나

진실하지아니하고악에서악으로진행하며또나를

알지아니하느니라 4너희는각기이웃을삼가며아무

형제든지믿지말라형제마다온전히속이며이웃마다

다니며비방함이니라 5그들은각기이웃을속이며진

실을말하지아니하며그혀로거짓말하기를가르치

며악을행하기에수고하거늘 6네처소는궤휼가운데

있도다그들은궤휼로인하여나알기를싫어하느니라

나여호와의말이니라하시니라 7만군의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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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내가내딸백성을어떻게처

치할꼬그들을녹이고연단하리라 8그들의혀는죽이

는살이라거짓을말하며입으로는그이웃에게평화

를말하나중심에는해를도모하는도다 9내가이일들

을인하여그들에게벌하지아니하겠으며내마음이

이런나라에보수하지않겠느냐여호와의말이니라 10

내가산들을위하여곡하며부르짖으며광야목장을

위하여슬퍼하나니이는그것들이불에탔으므로지나

는자가없으며거기서가축의소리가들리지아니하

며공중의새도짐승도다도망하여없어졌음이니라 11

내가예루살렘으로무더기를만들며시랑의굴혈이되

게하겠고유다성읍들로황폐케하여거민이없게하

리라 12지혜가있어서이일을깨달을만한자가누구

며여호와의입의말씀을받아서광포할자가누구인

고이땅이어찌하여멸망하여광야같이타서지나는

자가없게되었느뇨 13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이는그

들이내가그들의앞에세운나의법을버리고내목소

리를청종치아니하며그대로행치아니하고 14그마

음의강퍅함을따라그열조가자기에게가르친바알

들을좇았음이라 15그러므로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

의하나님내가말하노라보라내가그들곧이백성에

게쑥을먹이며독한물을마시우고 16그들과그들의

조상이알지못하던열국중에그들을헤치고진멸되

기까지그뒤로칼을보내리라하셨느니라 17만군의

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는잘생각하고곡

하는부녀를불러오며또보내어지혜로운부녀를불

러오되 18그들로빨리와서우리를위하여애곡하게

하여우리의눈에서눈물이떨어지게하며우리눈꺼

풀에서물이쏟아지게하라 19이는시온에서호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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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들려이르기를우리가아주망하였구나우리가

크게수욕을당하였구나우리가그땅을떠난것은그

들이우리주택을헐었음이로다함이로다 20부녀들이

여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너희귀에그입의말씀을

받으라너희딸들에게애곡을가르치며각기이웃에게

애가를가르치라 21대저사망이우리창문에올라오며

우리궁실에들어오며밖에서는자녀와거리에서는청

년들을멸절하려하느니라 22너는이같이이르라여호

와의말씀에사람의시체가분토같이들에떨어질것

이며추수하는자의뒤에떨어지고거두지못한뭇같

이되리라하셨느니라 23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

되지혜로운자는그지혜를자랑치말라용사는그용

맹을자랑치말라부자는그부함을자랑치말라 24자

랑하는자는이것으로자랑할지니곧명철하여나를

아는것과나여호와는인애와공평과정직을땅에행

하는자인줄깨닫는것이라나는이일을기뻐하노라

여호와의말이니라 25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날이이

르면할례받은자와할례받지못한자를내가다벌하

리니 26곧애굽과유다와에돔과암몬자손과모압과

및광야에거하여그머리털을모지게깎은자들에게

라대저열방은할례를받지못하였고이스라엘은마

음에할례를받지못하였느니라하셨느니라

10이스라엘집이여여호와께서너희에게이르시는

말씀을들을지어다 2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

열방의길을배우지말라열방인은하늘의징조를두

려워하거니와너희는그것을두려워말라 3열방의규

례는헛된것이라그위하는것은삼림에서벤나무요

공장의손이도끼로만든것이라 4그들이은과금으로

그것에꾸미고못과장도리로그것을든든히하여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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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않게하나니 5그것이갈린기둥같아서말도못하

며걸어다니지도못하므로사람에게메임을입느니라

그것이화를주거나복을주지못하나니너희는두려

워말라하셨느니라 6여호와여,주와같은자없나이

다주는크시니주의이름이그권능으로인하여크시

니이다 7열방의왕이시여,주를경외치아니할자가

누구리이까?이는주께당연한일이라열방의지혜로

운자들과왕족중에주와같은자없음이니이다 8그들

은다무지하고어리석은것이니우상의도는나무뿐

이라 9다시스에서가져온은박과우바스에서가져온

금으로꾸미되공장과장색의손으로만들었고청색

자색감으로그옷을삼았나니이는공교한사람의만

든것이어니와 10오직여호와는참하나님이시요사시

는하나님이시요영원한왕이시라그진노하심에땅이

진동하며그분노하심을열방이능히당치못하느니라

11너희는이같이그들에게이르기를천지를짓지아니

한신들은땅위에서, 이하늘아래서망하리라하라 12

여호와께서그권능으로땅을지으셨고그지혜로세

계를세우셨고그명철로하늘들을펴셨으며 13그가

목소리를발하신즉하늘에많은물이생기나니그는

땅끝에서구름이오르게하시며비를위하여번개하

게하시며그곳간에서바람을내시거늘 14사람마다

우준하고무식하도다금장색마다자기의조각한신상

으로인하여수치를당하나니이는그부어만든우상

은거짓것이요그속에생기가없음이라 15그것들은

헛것이요망령되이만든것인즉징벌하실때에멸망

할것이나 16야곱의분깃은이같지아니하시니그는

만물의조성자요이스라엘은그산업의지파라그이

름은만군의여호와시니라 17에워싸인가운데앉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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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네꾸러미를이땅에서수습하라 18여호와께서이

같이말씀하시되보라내가이땅에거하는자를이번

에는내어던질것이라그들을괴롭게하여깨닫게하

리라하셨느니라 19슬프다, 내상처여내가중상을당

하였도다그러나내가말하노라이는참으로나의고

난이라내가참아야하리로다 20내장막이훼파되고

나의모든줄이끊어졌으며내자녀가나를떠나가고

있지아니하니내장막을세울자와내장을칠자가다

시없도다 21목자들은우준하여여호와를찾지아니하

므로형통치못하며그모든양떼는흩어졌도다 22들

을지어다북방에서부터크게떠드는풍성이오니유다

성읍들로황폐케하여시랑의거처가되게하리로다

23여호와여, 내가알거니와인생의길이자기에게있

지아니하니걸음을지도함이걷는자에게있지아니

하니이다 24여호와여,나를징계하옵시되너그러이하

시고진노로하지마옵소서주께서나로없어지게하

실까두려워하나이다 25주를알지못하는열방과주의

이름으로기도하지아니하는족속들에게주의분노를

부으소서그들은야곱을씹어삼켜멸하고그거처를

황폐케하였나이다

11여호와께로부터예레미야에게임한말씀이라가

라사대 2너희는이언약의말을듣고유다인과예루살

렘거민에게고하라 3그들에게이르기를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이언약의말을

좇지않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니라 4이언약은내

가너희열조를쇠풀무애굽땅에서이끌어내던날에

그들에게명한것이라곧내가이르기를너희는나의

목소리를청종하고나의모든명령을좇아행하라그

리하면너희는내백성이되겠고나는너희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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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리라 5내가또너희열조에게한맹세곧그들에게

젖과꿀이흐르는땅을주리라한언약을이루리라한

것인데오늘날이그것을증거하느니라하라하시기로

내가대답하여가로되아멘,여호와여,하였노라 6여

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너는이모든말로유다성읍

들과예루살렘거리에서선포하여이르기를너희는이

언약의말을듣고준행하라! 7내가너희열조를애굽

땅에서인도하여낸날부터오늘까지간절히경계하며

부지런히경계하기를너희는내목소리를청종하라하

였으나 8그들이청종치아니하며귀를기울이지도아

니하고각각그악한마음의강퍅한대로행하였으므로

내가그들에게행하라명하였어도그들이행치아니한

이언약의모든말로그들에게응하게하였느니라하

라 9여호와께서또내게이르시되유다인과예루살렘

거민중에반역이있도다 10그들이내말듣기를거절

한자기들의선조의죄악에돌아가서다른신들을좇

아섬겼은즉이스라엘집과유다집이내가그열조와

맺은언약을파하였도다 11그러므로나여호와가이같

이말하노라보라내가재앙을그들에게내리리니그

들이피할수없을것이라그들이내게부르짖을지라

도내가듣지아니할것인즉 12유다성읍들과예루살

렘거민이그분향하는신들에게가서부르짖을지라도

그신들이그곤액중에서절대로그들을구원치못하

리라 13유다야네신들이네성읍의수효와같도다너

희가예루살렘거리의수효대로그수치되는물건의

단곧바알에게분향하는단을쌓았도다 14그러므로

너는이백성을위하여기도하지말라그들을위하여

부르짖거나구하지말라그들이그곤액을인하여내

게부르짖을때에내가그들을듣지아니하리라 15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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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자가많이행음하였으므로거룩한제육이그

에게서떠났거늘나의집에서무엇을하는고그가악

을행하며기뻐하도다 16나여호와가그이름을일컬

어좋은행실맺는아름다운푸른감람나무라하였었

으나큰소동중에그위에불을피웠고그가지는꺾였

도다 17바알에게분향함으로나의노를격동한이스라

엘집과유다집의악을인하여그를심은만군의여호

와내가그에게재앙을선언하였느니라 18여호와께서

내게알게하셨으므로내가그것을알았나이다그때

에주께서그들의행위를내게보이셨나이다 19나는

끌려서잡히러가는순한어린양과같으므로그들이

나를해하려고꾀하기를우리가그나무와과실을함

께박멸하자그를산자의땅에서끊어서그이름으로

다시기억되지못하게하자함을내가알지못하였나

이다 20공의로판단하시며사람의심장을감찰하시는

만군의여호와여,나의원정을주께아뢰었사오니그

들에게대한주의보수를내가보리이다하였더니 21

여호와께서아나돗사람들에대하여이같이말씀하시

되그들이네생명을취하려고찾아이르기를너는여

호와의이름으로예언하지말라두렵건대우리손에

죽을까하노라하도다 22그러므로만군의여호와가이

같이말하노라보라내가그들을벌하리니청년들은

칼에죽으며자녀들은기근에죽고 23남는자가없으

리라내가아나돗사람에게재앙을내리리니곧그들

을벌할해에니라

12여호와여, 내가주와쟁변할때에는주는의로우시

니이다그러나내가주께질문하옵나니악한자의길이

형통하며패역한자가다안락함은무슨연고니이까 2

주께서그들을심으시므로그들이뿌리가박히고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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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열매를맺었거늘그들의입은주께가까우나그

마음은머니이다 3여호와여, 주께서나를아시고나를

보시며내마음이주를향하여어떠함을감찰하시오니

양을잡으려고끌어냄과같이그들을끌어내시되죽

일날을위하여그들을예비하옵소서 4언제까지이땅

이슬퍼하며온지방의채소가마르리이까짐승과새

들도멸절하게되었사오니이는이땅거민이악하여

스스로말하기를그가우리의결국을보지못하리라

함이니이다 5네가보행자와함께달려도피곤하면어

찌능히말과경주하겠느냐네가평안한땅에서는무

사하려니와요단의창일한중에서는어찌하겠느냐 6

네형제와아비의집이라도너를속이며네뒤에서크

게외치나니그들이네게좋은말을할지라도너는믿

지말지니라 7내가내집을버리며내산업을내어던

져내마음의사랑하는것을그대적의손에붙였노니

8내산업이삼림중의사자같이되어서나를향하여

그소리를발하는고로내가그를미워하였음이로다 9

내산업이내게대하여는무늬있는매가아니냐매들

이그를에워싸지아니하느냐너희는가서들짐승들을

모아다가그것을삼키게하라 10많은목자가내포도

원을훼파하며내분깃을유린하여나의낙토로황무

지를만들었도다 11그들이이를황무케하였으므로그

황무지가나를향하여슬퍼하는도다온땅이황무함은

이를개의하는자가없음이로다 12훼멸하는자들이광

야모든자산위에이르렀고여호와의칼이땅이끝에

서저끝까지삼키니무릇혈육있는자가평안치못하

도다 13무리가밀을심어도가시를거두며수고하여도

소득이없은즉그소산으로인하여스스로수치를당

하리니이는여호와의분노를인함이니라 14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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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스라엘에게산업으로준산업을다치는나의

모든악한이웃에게대하여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

노라보라내가그들을그땅에서뽑아버리겠고유다

집은그들중에서뽑아내리라 15내가그들을뽑아낸

후에내가돌이켜그들을긍휼히여겨서각사람을그

산업으로, 각사람을그땅으로다시인도하리니 16그

들이내백성의도를부지런히배우며사는여호와내

이름으로맹세하기를자기들이내백성을가리켜바알

로맹세하게한것같이하면그들이내백성중에세움

을입으려니와 17그들이그리하지아니하면내가반드

시그나라를뽑으리라뽑아멸하리라여호와의말이

니라

13여호와께서이같이내게이르시되너는가서베띠

를사서네허리에띠고물에두지말라하시기로 2내

가여호와의말씀대로띠를사서내허리에띠니라 3

여호와의말씀이다시내게임하니라가라사대 4너는

사서네허리에띤띠를가지고일어나유브라데로가

서거기서그것을바위틈에감추라하시기로 5내가

여호와께서내게명하신대로가서그것을유브라데

물가에감추니라 6여러날후에여호와께서내게이르

시되일어나유브라데로가서내가네게명하여거기

감추게한띠를취하라하시기로 7내가유브라데로가

서그감추었던곳을파고띠를취하니띠가썩어서쓸

데없이되었더라 8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니라가

라사대 9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유다의교만과예

루살렘의큰교만을이같이썩게하리라 10이악한백

성이내말듣기를거절하고그마음의강퍅한대로행

하며다른신들을좇아그를섬기며그에게절하니그

들이이띠의쓸데없음같이되리라 11나여호와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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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라띠가사람의허리에속함같이내가이스라엘

온집과유다온집으로내게속하게하여그들로내백

성이되게하며내이름과칭예와영광이되게하려하

였으나그들이듣지아니하였느니라 12그러므로너는

이말로그들에게이르기를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

의말씀에모든병이포도주로차리라하셨다하라그

리하면그들이네게이르기를모든병이포도주로찰

줄을우리가어찌알지못하리요하리니 13너는다시

그들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보라, 내가이땅

의모든거민과다윗의위에앉은왕들과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예루살렘모든거민으로잔뜩취하게하고

14또그들로피차충돌하여상하게하되부자간에도

그러하게할것이라내가그들을불쌍히여기지아니

하며관용치아니하며아끼지아니하고멸하리라하셨

다하라여호와의말이니라 15너희는들을지어다, 귀

를기울일지어다,교만하지말지어다,여호와께서이

같이말씀하시느니라 16그가흑암을일으키시기전,너

희발이흑암한산에거치기전, 너희바라는빛이사망

의그늘로변하여침침한흑암이되게하시기전에너

희하나님여호와께영광을돌리라 17너희가이를듣

지아니하면나의심령이너희교만을인하여은근히

곡할것이며여호와의양무리가사로잡힘을인하여눈

물을흘려통곡하리라 18너는왕과왕후에게고하기를

스스로낮추어앉으라관곧영광의면류관이내려졌

다하라 19남방의성읍들이봉쇄되고열자가없고유

다가다잡혀가되온전히잡혀가도다 20너는눈을들

어북방에서오는자들을보라네가받았던떼, 네아름

다운양떼는어디있느뇨 21너의친구삼았던자를그

가네위에수령으로세우실때에네가무슨말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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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너의고통에잡힘이구로하는여인같지않겠느

냐? 22네가심중에이르기를어찌하여이런일이내게

임하였는고하겠으나네죄악이크므로네치마가들

리고네발뒤꿈치가상함이니라 23구스인이그피부를

, 표범이그반점을변할수있느뇨할수있을진대악에

익숙한너희도선을행할수있으리라 24그러므로내

가그들을사막바람에불려가는초개같이흩으리로다

25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는네응득이요내가헤아려

정하여네게준분깃이니네가나를잊어버리고거짓

을신뢰하는연고라 26그러므로내가네치마를네얼

굴에까지들춰서네수치를드러내리라 27내가너의

간음과사특한소리와들의작은산위에서행한네음

행의비루하고가증한것을보았노라화있을진저!예

루살렘이여네가얼마나오랜후에야정결하게되겠느

뇨

14가뭄에대하여예레미야에게임한여호와의말씀

이라 2유다가슬퍼하며성문의무리가곤비하여땅에

앉아애통하니예루살렘의부르짖음이위에오르도다

3귀인들은자기사환들을보내어물을길으라하나그

들이우물에갔어도물을얻지못하여빈그릇으로돌

아오니부끄럽고근심하여그머리를가리우며 4땅에

비가없어지면이갈라지니밭가는자가부끄러워서

그머리를가리는도다 5들의암사슴은새끼를낳아도

풀이없으므로내어버리며 6들나귀들은자산위에서

서시랑같이헐떡이며풀이없으므로눈이아득하여

하는도다 7여호와여, 우리의죄악이우리에게대하여

증거할지라도주는주의이름을위하여일하소서우리

의타락함이많으니이다우리가주께범죄하였나이다

8이스라엘의소망이시요, 곤란한때의구원자시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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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하여이땅에서거류하는자같이, 하룻밤을유숙하

는행인같이하시나이까? 9어찌하여놀라벙벙하는자

같으시며구원치못하는용사같으시니이까?여호와여

주는오히려우리중에계시고우리는주의이름으로

일컬음을받는자이오니우리를버리지마옵소서 10여

호와께서이백성에대하여말씀하시되그들이어그러

진길을사랑하여그발을금하지아니하므로나여호

와가그들을받지아니하고이제그들의죄를기억하

고그죄를벌하리라하시고 11여호와께서또내게이

르시되너는이백성을위하여복을구하지말라 12그

들이금식할지라도내가그부르짖음을듣지아니하겠

고번제와소제를드릴지라도내가그것을받지아니

할뿐아니라칼과기근과염병으로그들을멸하리라

13이에내가가로되슬프도소이다주여호와여, 보시

옵소서선지자들이그들에게이르기를너희가칼을보

지아니하겠고기근은너희에게이르지아니할것이라

여호와께서이곳에서너희에게확실한평강을주시리

라하나이다 14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선지자들이

내이름으로거짓예언을하도다나는그들을보내지

아니하였고그들에게명하거나이르지아니하였거늘

그들이거짓계시와복술과허탄한것과자기마음의

속임으로너희에게예언하도다 15그러므로내가보내

지아니하였어도내이름으로예언하여이르기를칼과

기근이이땅에이르지아니하리라하는선지자들에

대하여나여호와가이같이이르노라그선지자들은

칼과기근에멸망할것이요 16그들의예언을받은백

성은기근과칼로인하여예루살렘거리에던짐을입

을것인즉그들을장사할자가없을것이요그아내와

그아들과그딸도그렇게되리니이는내가그들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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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그위에부음이니라 17너는이말로그들에게이르

라내눈이밤낮으로끊치지아니하고눈물을흘리리

니이는처녀딸내백성이큰파멸,중한창상을인하

여망함이라 18내가들에나간즉칼에죽은자요내가

성에들어간즉기근으로병든자며선지자나제사장이

나다땅에두루다니며어찌할바를알지못하는도다

19주께서유다를온전히버리시나이까?주의심령이

시온을싫어하시나이까?어찌하여우리를치시고치료

하지아니하시나이까우리가평강을바라도좋은것이

없고치료받기를기다려도놀람을보나이다 20여호와

여, 우리가우리의악과우리조상의죄악을인정하나

이다우리가주께범죄하였나이다 21주의이름을위하

여우리를미워하지마옵소서주의영광의위를욕되

게마옵소서우리와세우신주의언약을기억하시고

폐하지마옵소서 22열방의허무한것중에능히비를

내리게할자가있나이까하늘이능히소나기를내릴

수있으리이까?우리하나님여호와여, 그리하는자가

주가아니시니이까그러므로우리가주를앙망하옵는

것은주께서이모든것을만드셨음이니이다

15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모세와사무엘이내앞

에섰다할지라도내마음은이백성을향할수없나니

그들을내앞에서쫓아내치라 2그들이만일네게말

하기를우리가어디로나아가리요하거든너는그들에

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사망할자는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받을자는칼로나아가고, 기근을당할

자는기근으로나아가고, 포로될자는포로됨으로나

아갈지니라하셨다하라 3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

그들을네가지로벌하리니곧죽이는칼과찢는개와

삼켜멸하는공중의새와땅의짐승으로할것이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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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왕히스기야의아들므낫세가예루살렘에행한

바를인하여내가그들을세계열방중에흩으리라 5

예루살렘아! 너를불쌍히여길자누구며너를곡할자

누구며돌이켜네평안을물을자누구뇨 6여호와께서

가라사대네가나를버렸고내게서물러갔으므로네게

로내손을펴서너를멸하였노니이는내가뜻을돌이

키기에염증이났음이로다 7내가그들을그땅의여러

성문에서키로까불러그자식을끊어서내백성을멸

하였나니이는그들이그길에서돌이키지아니하였음

이라 8그들의과부가내앞에바다모래보다더많아

졌느니라내가대낮에훼멸할자를그들에게로데려다

가그들과청년들의어미를쳐서놀람과두려움을그

들에게졸지에임하게하였으며 9일곱자식을생산한

여인으로는쇠약하여기절하게하며오히려백주에그

의해로떨어져서그로수치와근심을당케하였느니

라그남은자는그대적의칼에붙이리라여호와의말

이니라 10내게재앙이로다나의모친이여, 모친이나

를온세계에게다툼과침을당할자로낳으셨도다내

가뀌어주지도아니하였고사람이내게뀌이지도아

니하였건마는다나를저주하는도다 11여호와께서가

라사대내가진실로너를강하게할것이요너로복을

얻게할것이며내가진실로네대적으로재앙과환난

의때에간구하게하리라 12누가능히철곧북방의철

과놋을꺾으리요 13그러나네모든죄로인하여네사

경의모든재산과보물로값없이탈취를당하게할것

이며 14너로네대적과함께네가알지못하는땅에이

르게하리니이는나의진노의맹렬한불이너희를사

르려함이니라 15여호와여, 주께서아시오니원컨대

주는나를기억하시며권고하사나를박해하는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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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시고주의오래참으심을인하여나로멸망치

말게하옵시며주를위하여내가치욕당하는줄을아

시옵소서 16만군의하나님여호와시여, 나는주의이

름으로일컬음을받는자라내가주의말씀을얻어먹

었사오니주의말씀은내게기쁨과내마음의즐거움

이오나 17내가기뻐하는자의회에앉지아니하며즐

거워하지도아니하고주의손을인하여홀로앉았사오

니이는주께서분노로내게채우셨음이니이다 18나의

고통이계속하며상처가중하여낫지아니함은어찜이

니이까주께서는내게대하여물이말라서속이는시

내같으시리이까 19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네

가만일돌아오면내가너를다시이끌어서내앞에세

울것이며네가만일천한것에서귀한것을취할것같

으면너는내입같이될것이라그들은네게로돌아오

려니와너는그들에게로돌아가지말지니라 20내가너

로이백성앞에견고한놋성벽이되게하리니그들이

너를칠지라도이기지못할것은내가저와함께하여

너를구하여건짐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21내가너

를악한자의손에서건지며무서운자의손에서구속

하리라

16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니라가라사대 2너

는이땅에서아내를취하지말며자녀를두지말지니

라 3이곳에서생산한자녀와이땅에서그들을해산

한어미와그들을낳은아비에대하여나여호와가이

같이말하노라 4그들은독한병으로죽고슬퍼함을입

지못하며매장함을얻지못하여지면의분토와같을

것이며칼과기근에망하고그시체는공중의새와땅

짐승의밥이되리라 5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

상가에들어가지말라가서통곡하지말며그들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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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애곡하지말라내가이백성에게서나의평강을

빼앗으며인자와긍휼을제함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

라 6큰자든지작은자든지이땅에서죽으리니그들

이매장되지못할것이며그들을위하여애곡하는자

도없겠고자기몸을베거나대머리되게하는자도없

을것이며 7슬플때에떡을떼며그죽은자를인하여

그들을위로하는자가없을것이며그들의아비나어

미의상사를위하여위로의잔을그들에게마시울자

가없으리라 8너는잔치집에들어가서그들과함께앉

아먹거나마시지말라 9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

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보라기뻐하는소리와즐거워

하는소리와신랑의소리와신부의소리를내가네목

전,네시대에이곳에서끊어지게하리라 10네가이모

든말로백성에게고할때에그들이네게묻기를여호

와께서우리에게이모든큰재앙을광포하심은어찜

이며우리의죄악은무엇이며우리가우리하나님여

호와께범한죄는무엇이뇨하거든 11너는그들에게

대답하기를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너희열조가나를

버리고다른신들을좇아서그들을섬기며그들에게

절하고나를버려내법을지키지아니하였음이라 12너

희가너희열조보다더욱악을행하였도다보라, 너희

가각기악한마음의강퍅함을따라행하고나를청종

치아니하였으므로 13내가너희를이땅에서쫓아내

어너희와너희열조의알지못하던땅에이르게할것

이라너희가거기서주야로다른신들을섬기리니이

는내가너희에게은혜를베풀지아니함이라하셨다

하라 14여호와께서가라사대그러나보라날이이르리

니다시는이스라엘자손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

신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지아니하고 15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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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을북방땅과그모든쫓겨났던나라에서인도하

여내신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리라내가그들을

그열조에게준그들의땅으로인도하여들이리라 16

여호와께서가라사대보라내가많은어부를불러다가

그들을낚게하며그후에많은포수를불러다가그들

을모든산과모든작은산과암혈에서사냥하게하리

니 17내눈이그들의행위를감찰하므로그들이내얼

굴앞에서숨김을얻지못하며그들의죄악이내목전

에서은폐되지못함이라 18내가위선그들의악과죄

를배나갚을것은그들이그미운물건의시체로내땅

을더럽히며그들의가증한것으로내산업에가득하

게하였음이니라 19여호와나의힘, 나의보장, 환난날

의피난처시여, 열방이땅끝에서주께이르러말하기

를우리열조의계승한바는허무하고망탄하고무익

한것뿐이라 20인생이어찌신아닌것을자기의신으

로삼겠나이까?하리이다 21여호와께서가라사대보

라이번에그들에게내손과내능을알려서그들로내

이름이여호와인줄알게하리라

17유다의죄는금강석끝철필로기록되되그들의마

음판과그들의단뿔에새겨졌거늘 2그들의자녀가

높은메위푸른나무곁에있는그단들과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3들에있는나의산아! 네온지경의죄로

인하여내가네재산과네모든보물과산당들로노략

을당하게하리니 4내가네게준네기업에서네손을

뗄것이며또내가너로너의알지못하는땅에서네대

적을섬기게하리니이는너희가내노로맹렬케하여

영영히타는불을일으켰음이니라 5나여호와가이같

이말하노라무릇사람을믿으며혈육으로그권력을

삼고마음이여호와에게서떠난그사람은저주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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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라 6그는사막의떨기나무같아서좋은일의

오는것을보지못하고광야건조한곳,건건한땅,사

람이거하지않는땅에거하리라 7그러나무릇여호와

를의지하며여호와를의뢰하는그사람은복을받을

것이라 8그는물가에심기운나무가그뿌리를강변에

뻗치고더위가올지라도두려워아니하며그잎이청

청하며가무는해에도걱정이없고결실이그치지아

니함같으리라 9만물보다거짓되고심히부패한것은

마음이라누가능히이를알리요마는 10나여호와는

심장을살피며폐부를시험하고각각그행위와그행

실대로보응하나니 11불의로치부하는자는자고새가

낳지아니한알을품음같아서그중년에그것이떠나

겠고필경은어리석은자가되리라 12영화로우신보좌

여, 원시부터높이계시며우리의성소이시며 13이스

라엘의소망이신여호와여, 무릇주를버리는자는다

수치를당할것이라무릇여호와를떠나는자는흙에

기록이되오리니이는생수의근원이신여호와를버림

이니이다 14여호와여, 주는나의찬송이시오니나를

고치소서그리하시면내가낫겠나이다나를구원하소

서그리하시면내가구원을얻으리이다 15그들이내게

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이어디있느뇨이제임하게

할지어다하나이다 16나는목자의직분에서물러가지

아니하고주를좇았사오며재앙의날도내가원치아

니하였음을주께서아시는바라내입술에서나온것

이주의목전에있나이다 17주는내게두려움이되지

마옵소서재앙의날에주는나의피난처시니이다 18나

를박해하는자로수욕을당케하시고나로수욕을당

케마옵소서그들로놀라게하시고나로놀라게마시

옵소서재앙의날을그들에게임하게하시며배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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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멸망으로그들을멸하소서 19여호와께서내게이같

이말씀하시되너는가서유다왕들의출입하는평민

의문과예루살렘모든문에서서 20무리에게이르기

를이문으로들어오는유다왕들과유다모든백성과

예루살렘모든거민너희는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

다 21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는스스로삼

가서안식일에짐을지고예루살렘문으로들어오지

말며 22안식일에너희집에서짐을내지말며아무일

이든지하지말아서내가너희열조에게명함같이안

식일을거룩히할지어다 23그들은청종치아니하며귀

를기울이지아니하며그목을곧게하여듣지아니하

며교훈을받지아니하였느니라 24나여호와가말하노

라너희가만일삼가나를청종하여안식일에짐을지

고이성문으로들어오지아니하며안식일을거룩히

하여아무일이든지하지아니하면 25다윗의위에앉

는왕들과방백들이병거와말을타고이성문으로들

어오되그들과유다모든백성과예루살렘거민들이

함께그리할것이요이성은영영히있을것이며 26사

람들이유다성읍들과예루살렘에둘린곳들과베냐민

땅과평지와산지와남방에서이르러서번제와희생과

소제와유향과감사의희생을가지고여호와의집으로

오려니와 27너희가나를청종치아니하고안식일을거

룩케아니하여안식일에짐을지고예루살렘문으로

들어오면내가성문에불을놓아예루살렘궁전을삼

키게하리니그불이꺼지지아니하리라하셨다할지

니라

18여호와께로부터예레미야에게임한말씀에가라

사대 2너는일어나토기장이의집으로내려가라내가

거기서내말을네게들리리라하시기로 3내가토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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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집으로내려가서본즉그가녹로로일을하는데 4

진흙으로만든그릇이토기장이의손에서파상하매그

가그것으로자기의견에선한대로다른그릇을만들

더라 5때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니라가라사대

6나여호와가이르노라이스라엘족속아! 이토기장이

의하는것같이내가능히너희에게행하지못하겠느

냐이스라엘족속아! 진흙이토기장이의손에있음같

이너희가내손에있느니라 7내가언제든지어느민

족이나국가를뽑거나파하거나멸하리라한다고하자

8만일나의말한그민족이그악에서돌이키면내가

그에게내리기로생각하였던재앙에대하여뜻을돌이

키겠고 9내가언제든지어느민족이나국가를건설하

거나심으리라한다고하자 10만일그들이나보기에

악한것을행하여내목소리를청종치아니하면내가

그에게유익케하리라한선에대하여뜻을돌이키리

라 11그러므로이제너는유다사람들과예루살렘거

민들에게말하여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보라내가

너희에게재앙을내리며계책을베풀어너희를치려하

노니너희는각기악한길에서돌이키며너희길과행

위를선하게하라하셨다하라 12그러나그들이말하

기를이는헛된말이라우리는우리의도모대로행하

며우리는각기악한마음의강퍅한대로행하리라하

느니라 13그러므로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너희

는누가이러한일을들었는가열방중에물어보라처

녀이스라엘이심히가증한일을행하였도다 14레바논

의눈이어찌들의반석을떠나겠으며원방에서흘러

내리는찬물이어찌마르겠느냐 15대저내백성은나

를잊고허무한것에게분향하거니와이러한것들은

그들로그길곧그옛길에서넘어지게하며곁길곧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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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한길로행케하여 16그들의땅으로놀랍고영

영한치소가되게하리니그리로지나는자마다놀라

서그머리를흔들리라 17내가그들을그원수앞에서

흩기를동풍으로함같이할것이며그들의재난의날

에는내가그들에게등을보이고얼굴을보이지아니

하리라 18그들이말하기를오라! 우리가꾀를내어예

레미야를치자제사장에게서율법이, 지혜로운자에게

서모략이, 선지자에게서말씀이끊어지지아니할것

이니오라! 우리가혀로그를치고그의아무말에도주

의치말자하나이다 19여호와여, 나를돌아보사나로

더불어다투는그들의목소리를들어보옵소서 20어찌

악으로선을갚으리이까마는그들이나의생명을해하

려고구덩이를팠나이다내가주의분노를그들에게서

돌이키려하고주의앞에서서그들을위하여선한말

씀한것을기억하옵소서 21그러하온즉그들의자녀를

기근에내어주시며그들을칼의세력에붙이시며그들

의아내들은자녀를잃고과부가되며그장정은사망

을당하며그청년은전장에서칼을맞게하시며 22주

께서군대로졸지에그들에게임하게하사그들의집

에서부르짖음이들리게하옵소서이는그들이나를

취하려고구덩이를팠고내발을빠치려고올무를베

풀었음이니이다 23여호와여,그들이나를죽이려하는

계략을주께서다아시오니그악을사하지마시며그

죄를주의목전에서도말치마시고그들로주의앞에

넘어지게하시되주의노하시는때에이같이그들에게

행하옵소서

19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가서토기장이의

오지병을사고백성의어른들과제사장의어른몇사

람을데리고 2하시드문어귀곁에있는힌놈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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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골짜기로가서거기서내가네게이른말을선포하

여 3이르기를너희유다왕들과예루살렘거민아! 여

호와의말씀을들으라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

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 내가이곳에재앙을내

릴것이라무릇그것을듣는자의귀가진동하리니 4

이는그들이나를버리고이곳을불결케하며이곳에

서자기와자기열조와유다왕들의알지못하던다른

신들에게분향하며무죄한자의피로이곳에채웠음

이며 5또그들이바알을위하여산당을건축하고자기

아들들을바알에게번제로불살라드렸나니이는내가

명하거나뜻한바가아니니라 6그러므로나여호와가

말하노라보라다시는이곳을도벳이나힌놈의아들

의골짜기라칭하지아니하고살륙의골짜기라칭하는

날이이를것이라 7내가이곳에서유다와예루살렘의

모계를무효케하여그들로그대적앞과생명을찾는

자의손의칼에엎드러지게하고그시체를공중의새

와땅짐승의밥이되게하며 8이성으로놀람과모욕

거리가되게하리니그모든재앙을인하여지나는자

마다놀라며모욕할것이며 9그들이그대적과그들의

생명을찾는자에게둘러싸여곤핍을당할때에내가

그들로그아들의고기, 딸의고기를먹게하고또각기

친구의고기를먹게하리라하셨다하고 10너는함께

가는자의목전에서그오지병을깨뜨리고 11그들에게

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사람

이토기장이의그릇을한번깨뜨리면다시완전하게

할수없나니이와같이내가이백성과이성을파하리

니그들을매장할자리가없도록도벳에장사하리라

12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이곳과그중거민에게

이같이행하여이성으로도벳같게할것이라 13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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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렘집들과유다왕들의집들곧그집들이그집위에

서하늘의만상에분향하고다른신들에게전제를부

음으로더러워졌은즉도벳땅처럼되리라하셨다하라

14예레미야가여호와께서자기를보내사예언하게하

신도벳에서돌아와여호와의집뜰에서서모든백성

에게말하되 15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말

씀하시되보라, 내가이성에대하여선언한모든재앙

을이성과그모든촌락에내리리니이는그목을곧게

하여내말을듣지아니함이니라하셨다하라

20제사장임멜의아들바스훌은여호와의집유사장

이라그가예레미야의이일예언함을들은지라 2이에

바스훌이선지자예레미야를때리고여호와의집베냐

민의윗문에있는착고에채웠더니 3다음날바스훌이

예레미야를착고에서놓아주매예레미야가그에게이

르되여호와께서네이름을바스훌이라아니하시고마

골밋사빕이라하시느니라 4대저여호와께서이같이

말씀하시되보라내가너로너와네모든친구에게두

려움이되게하리니그들이그원수의칼에엎드러질

것이요네눈은그것을볼것이며내가온유다를바벨

론왕의손에붙이리니그가그들을사로잡아바벨론

으로옮겨칼로죽이리라 5내가또이성의모든부와

그모든소득과그모든소득과그모든귀물과유다왕

들의모든보물을그원수의손에붙이리니그들이그

것을탈취하여바벨론으로가져가리라 6바스훌아너

와네집에거하는모든자가포로되어옮기우리니네

가바벨론에이르러거기서죽어거기묻힐것이라너

와네가거짓예언을하여들린네모든친구도일반이

리라하셨느니라 7여호와여주께서나를권유하시므

로내가그권유를받았사오며주께서나보다강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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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셨으므로내가조롱거리가되니사람마다종일토

록나를조롱하나이다 8대저내가말할때마다외치며

강포와멸망을부르짖으오니여호와의말씀으로하여

내가종일토록치욕과모욕거리가됨이니이다 9내가

다시는여호와를선포하지아니하며그이름으로말하

지아니하리라하면나의중심이불붙는것같아서골

수에사무치니답답하여견딜수없나이다 10나는무

리의비방과사방의두려움을들었나이다그들이이르

기고소하라우리도고소하리라하오며나의친한벗

도다나의타락하기를기다리며피차이르기를그가

혹시유혹을받으리니우리가그를이기어우리원수

를갚자하나이다 11그러하오나여호와는두려운용사

같으시며나와함께하시는고로나를박해하는자가넘

어지고이기지못할것이오며그들은지혜롭게행치

못하므로큰수욕을당하오리니그수욕은영영히잊

지못할것이니이다 12의인을시험하사그폐부와심

장을보시는만군의여호와여, 나의사정을주께아뢰

었사온즉주께서그들에게보수하심을나로보게하옵

소서 13여호와께노래하라! 너희는여호와를찬양하라

! 가난한자의생명을행악자의손에서구원하셨음이

니라 14내생일이저주를받았더면, 나의어미가나를

생산하던날이복이없었더면, 15나의아비에게소식

을전하여이르기를네가생남하였다하여아비를즐

겁게하던자가저주를받았더면, 16그사람은여호와

께서훼파하시고후회치아니하신성읍같이되었더면

, 그로아침에는부르짖는소리, 낮에는떠드는소리를

듣게하였더면, 17이는그가나를태에서죽이지아니

하셨으며나의어미로내무덤이되게하지아니하셨

으며그배로항상부르게하지아니하신연고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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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내가태에서나와서고생과슬픔을보며나

의날을수욕으로보내는고

21시드기야왕이말기야의아들바스훌과제사장마

아세야의아들스바냐를보내어예레미야에게말하기

를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우리를치니청컨대너는

우리를위하여여호와께간구하라여호와께서혹시그

모든기사로우리를도와행하시면그가우리를떠나

리라하던그때에여호와께로부터예레미야에게말씀

이임하니라 2 (1절과같음) 3예레미야가그들에게대

답하되너희는시드기야에게이같이말하라 4이스라

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너

희가성밖에서바벨론왕과또너희를에운갈대아인

과싸우는바너희손에가진병기를내가돌이킬것이

요그들을이성중에모아들이리라 5내가든손과강

한팔곧노와분과대노로친히너희를칠것이며 6내

가또이성에거주하는자를사람이나짐승이나다치

리니그들이큰염병에죽으리라하셨다하라 7여호와

께서또말씀하시되그후에내가유다왕시드기야와

그신하들과백성과및이성읍에서염병과칼과기근

에서남은자를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과그대적

의손과그생명을찾는자들의손에붙이리니그가칼

날로그들을치되아끼지아니하며긍휼히여기지아

니하며불쌍히여기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 8여호

와께서가라사대너는또백성에게여호와께서이같이

말씀하신다하라보라, 내가너희앞에생명의길과사

망의길을두었노니 9이성에거주하는자는칼과기

근과염병에죽으려니와너희를에운갈대아인에게나

가서항복하는자는살리니그의생명은노략한것같

이얻으리라 10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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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성으로향함은복을위함이아니요화를위함이

라이성이바벨론왕의손에붙임이될것이요그는그

것을불로사르리라 11유다왕의집에대한여호와의

말을들으라 12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다윗의

집이여, 너는아침마다공평히판결하여탈취당한자

를압박자의손에서건지라그리하지아니하면너희는

악행을인하여내노가불같이일어나서사르리니능

히끌자가없으리라 13나여호와가이르노라골짜기

와평원반석의거민아보라너희가말하기를누가내

려와서우리를치리요누가우리의거처에들어오리요

하거니와나는네대적이라 14내가너희행위대로벌

할것이요내가또수풀에불을놓아그사경을사르리

라여호와의말이니라

22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는유다왕의집

에내려가서거기서이를선언하여 2이르기를다윗의

위에앉은유다왕이여, 너와네신하와이문들로들어

오는네백성은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니라 3여호와

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가공평과정의를행하여

탈취당한자를압박하는자의손에서건지고이방인

과고아와과부를압박하거나학대하지말며이곳에

서무죄한피를흘리지말라 4너희가참으로이말을

준행하면다윗의위에앉을왕들과신하들과백성이

병거와말을타고이집문으로들어오게되리라마는 5

너희가이말을듣지아니하면내가나로맹세하노니

이집이황무하리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 6나여호와

가유다왕의집에대하여이같이말하노라네가내게

길르앗같고레바논의꼭대기같으나내가정녕히너

로광야와거민이없는성을만들것이라 7내가너파

멸할자를준비하리니그들이각기손에병기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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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네아름다운백향목을찍어불에던지리라 8여러

나라사람이이성으로지나며피차말하기를여호와

가이큰성에이같이행함은어찜인고하겠고 9대답

하기는이는그들이자기하나님여호와의언약을버

리고다른신들에게절하고그를섬긴연고라하리라

하셨다할지니라 10너희는죽은자를위하여울지말

며그를위하여애통하지말고잡혀간자를위하여슬

피울라그는다시돌아와서그고국을보지못할것임

이니라 11나여호와가유다왕요시야의아들곧그아

비요시야를이어왕이되었다가이곳에서나간살룸

에대하여말하노라그가이곳으로다시돌아오지못

하고 12잡혀간곳에서죽으리니이땅을다시보지못

하리라 13불의로그집을세우며불공평으로그다락

방을지으며그이웃을고용하고그고가를주지아니

하는자에게화있을진저! 14그가이르기를내가나를

위하여광대한집과광활한다락방을지으리라하고

자기를위하여창을만들고그것에백향목으로입히고

붉은빛으로칠하도다 15네가백향목으로집짓기를

경쟁하므로왕이될수있겠느냐?네아비가먹으며마

시지아니하였으며공평과의리를행치아니하였느냐

그때에그가형통하였었느니라 16그는가난한자와

궁핍한자를신원하고형통하였나니이것이나를앎이

아니냐여호와의말이니라 17그러나네눈과마음은

탐람과무죄한피를흘림과압박과강포를행하려할

뿐이니라 18그러므로나여호와가유다왕요시야의

아들여호야김에게대하여이같이말하노라무리가그

를위하여슬프다내형제여,슬프다내자매여,하며

통곡하지아니할것이며그를위하여슬프다주여, 슬

프다그영광이여,하며통곡하지도아니할것이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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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끌려예루살렘을문밖에던지우고나귀같이매

장함을당하리라 20너는레바논에올라외치며바산에

서네소리를높이며아바림에서외치라이는너를사

랑하는자가다멸망하였음이니라 21네가평안할때에

내가네게말하였으나네말이나는듣지아니하리라

하였나니네가어려서부터내목소리를청종치아니함

이네습관이라 22네목자들은다바람에삼키울것이

요너를사랑하는자들은사로잡혀가리니그때에네

가반드시네모든악을인하여수치와욕을당하리라

23레바논에거하여백향목에깃들이는자여, 여인의

해산하는고통같은고통이네게임할때에너의가련

함이얼마나심하랴 24나여호와가말하노라나의삶

으로맹세하노니유다왕여호야김의아들너고니야

가나의오른손의인장반지라할지라도내가빼어 25

네생명을찾는자의손과너의두려워하는자의손곧

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과갈대아인의손에줄것

이라 26내가너와너를낳은어미를너희가나지아니

한다른지방에쫓아내리니너희가거기서죽고 27너

희마음에돌아오기를사모하는땅에돌아오지못하

리라 28이사람고니야는천한파기냐? 좋아하지아니

하는그릇이냐?어찌하여그와그자손이쫓겨나서알

지못하는땅에들어갔는고 29땅이여,땅이여,땅이여,

여호와의말을들을지니라 30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

노라너희는이사람이무자하겠고그평생에형통치

못할자라기록하라이는그자손중형통하여다윗의

위에앉아유다를다스릴사람이다시는없을것임이

니라

23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목장의양무리를멸하며

흩는목자에게화있으리라! 2그러므로이스라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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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나여호와가내백성을기르는목자에게이같이말

하노라너희가내양무리를흩으며그것을몰아내고

돌아보지아니하였도다보라,내가너희의악행을인

하여너희에게보응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3내가

내양무리의남은자를그몰려갔던모든지방에서모

아내어다시그우리로돌아오게하리니그들의생육

이번성할것이며 4내가그들을기르는목자들을그들

위에세우리니그들이다시는두려워하거나놀라거나

축이나지아니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5나여호와

가말하노라보라, 때가이르리니내가다윗에게한의

로운가지를일으킬것이라그가왕이되어지혜롭게

행사하며세상에서공평과정의를행할것이며 6그의

날에유다는구원을얻겠고이스라엘은평안히거할

것이며그이름은여호와우리의의라일컬음을받으

리라 7그러므로나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날이이

르리니그들이다시는이스라엘자손을애굽땅에서

인도하여내신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지아니하고

8이스라엘집자손을북방땅그모든쫓겨났던나라에

서인도하여내신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할것이며

그들이자기땅에거하리라하시니라 9선지자들에대

한말씀이라내중심이상하며내모든뼈가떨리며내

가취한사람같으며포도주에잡힌사람같으니이는

여호와와그거룩한말씀을인함이라 10이땅에행음

하는자가가득하도다저주로인하여땅이슬퍼하며

광야의초장들이마르나니그들의행위가악하고힘쓰

는것이정직하지못함이로다 11여호와께서말씀하시

되선지자와제사장이다사특한지라내가내집에서

도그들의악을발견하였노라 12그러므로그들의길이

그들에게흑암중에미끄러운곳과같이되고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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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침을받아그길에엎드러질것이라그들을벌하는

해에내가그들에게재앙을내리리라여호와의말이니

라 13내가사마리아선지자들중에우매함이있음을

보았나니그들은바알을의탁하고예언하여내백성

이스라엘을그릇되게하였고 14내가예루살렘선지자

들중에도가증한일이있음을보았나니그들은간음

을행하며행악자의손을굳게하여사람으로그악에

서돌이킴이없게하였은즉그들은다내앞에서소돔

사람과다름이없고그거민은고모라사람과다름이

없느니라 15그러므로만군의여호와내가선지자에대

하여이같이말하노라보라내가그들에게쑥을먹이

며독한물을마시우리니이는사악이예루살렘선지

자들에게로서나와서온땅에퍼짐이라하시니라 16만

군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에게예언하

는선지자들의말을듣지말라그들은너희에게헛된

것을가르치나니그들의말한묵시는자기마음으로

말미암은것이요여호와의입에서나온것이아니니라

17항상그들이나를멸시하는자에게이르기를너희가

평안하리라여호와의말씀이니라하며또자기마음의

강퍅한대로행하는모든사람에게이르기를재앙이

너희에게임하지아니하리라하였느니라 18누가여호

와의회의에참여하여그말을알아들었으며누가귀

를기울여그말을들었느뇨 19보라, 나여호와의노가

발하여폭풍과회리바람처럼악인의머리를칠것이라

20나여호와의노는내마음의뜻하는바를행하여이

루기까지는쉬지아니하나니너희가말일에그것을완

전히깨달으리라 21이선지자들은내가보내지아니하

였어도달음질하며내가그들에게이르지아니하였어

도예언하였은즉 22그들이만일나의회의에참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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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면내백성에게내말을들려서그들로악한길과악

한행위에서돌이키게하였으리라 23나여호와가말하

노라나는가까운데하나님이요먼데하나님은아니냐

24나여호와가말하노라사람이내게보이지아니하려

고누가자기를은밀한곳에숨길수있겠느냐나여호

와가말하노라나는천지에충만하지아니하냐 25내

이름으로거짓을예언하는선지자들의말에내가몽사

를얻었다함을내가들었노라 26거짓을예언하는선

지자들이언제까지이마음을품겠느냐?그들은그마

음의간교한것을예언하느니라 27그들이서로몽사를

말하니그생각인즉그들의열조가바알로인하여내

이름을잊어버린것같이내백성으로내이름을잊게

하려함이로다 28나여호와가말하노라몽사를얻은

선지자는몽사를말할것이요내말을받은자는성실

함으로내말을말할것이라겨와밀을어찌비교하겠

느냐 29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말이불같지아니하

냐! 반석을쳐서부스러뜨리는방망이같지아니하냐!

30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러므로보라서로내말을

도적질하는선지자들을내가치리라 31나여호와가말

하노라보라, 그들이혀를놀려그가말씀하셨다하는

선지자들을내가치리라 32나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

거짓몽사를예언하며이르며거짓과헛된자만으로

내백성을미혹하게하는자를내가치리라내가그들

을보내지아니하였으며명하지아니하였나니그들이

이백성에게아무유익이없느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33이백성이나선지자나제사장이네게물어이르기를

여호와의엄중한말씀이무엇이뇨하거든너는그들에

게대답하기를엄중한말씀이무엇이냐하느냐여호와

의말씀에내가너희를버리리라하셨고 34또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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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엄중한말씀이라하는선지자에게나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내가그사람과그집에벌하리라하셨다

하고 35너는또말하기를너희는서로이웃과형제에

게묻기를여호와께서무엇이라응답하셨으며무엇이

라말씀하셨느뇨하고 36다시는여호와의엄중한말씀

이라말하지말라각사람의말이자기에게중벌이되

리니이는너희가사시는하나님만군의여호와우리

하나님의말씀을망령되이씀이니라하고 37너는또

선지자에게말하기를여호와께서네게무엇이라대답

하셨으며여호와께서무엇이라말씀하셨느뇨 38너희

는여호와의엄중한말씀이라말하도다그러므로여호

와께서가라사대내가너희에게보내어여호와의엄중

한말씀이라하지말라하였어도너희가여호와의엄

중한말씀이라하였은즉 39내가너희를온전히잊어버

리며내가너희와너희열조에게준이성읍을내앞에

서내어버려 40너희로영원한치욕과잊지못할영구

한수치를당케하리라하셨다할지니라

24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유다왕여호야김의아들

여고냐와유다방백들과목공들과철공들을예루살렘

에서바벨론으로옮긴후에여호와께서여호와의전앞

에놓인무화과두광주리로내게보이셨는데 2한광

주리에는처음익은듯한극히좋은무화과가있고한

광주리에는악하여먹을수없는극히악한무화과가

있더라 3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예레미야야네가

무엇을보느냐?내가대답하되무화과이온데그좋은

무화과는극히좋고그악한것은극히악하여먹을수

없게악하니라 4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니라가

라사대 5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

라내가이곳에서옮겨갈대아인의땅에이르게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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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포로를이좋은무화과같이보아좋게할것이라 6

내가그들을돌아보아좋게하여다시이땅으로인도

하고세우고헐지아니하며심고뽑지아니하겠고 7내

가여호와인줄아는마음을그들에게주어서그들로

전심으로내게돌아오게하리니그들은내백성이되

겠고나는그들의하나님이되리라 8나여호와가이같

이말하노라내가유다왕시드기야와그방백들과예

루살렘의남은자로서이땅에남아있는자와애굽땅

에거하는자들을이악하여먹을수없는악한무화과

같이버리되 9세상모든나라중에흩어서그들로환

난을당하게할것이며또그들로내가쫓아보낼모든

곳에서치욕을당케하며말거리가되게하며조롱과

저주를받게할것이며 10내가칼과기근과염병을그

들중에보내어그들로내가그들과그열조에게준땅

에서멸절하기까지이르게하리라하시니라

25유다왕요시야의아들여호야김사년곧바벨론

왕느부갓네살원년에유다모든백성에관한말씀이

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 2선지자예레미야가유다모

든백성과예루살렘모든거민에게고하여가로되 3유

다왕아몬의아들요시야의십삼년부터오늘까지이

십삼년동안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기로내가

너희에게이르되부지런히일렀으나너희가듣지아니

하였으며 4여호와께서그모든종선지자를너희에게

보내시되부지런히보내셨으나너희가듣지아니하였

으며귀를기울여들으려고도아니하였도다 5이르시

기를너희는각기악한길과너희악행에서돌이키라!

그리하면나여호와가너희와너희열조에게옛적에

주어영원히있게한그땅에거하리니 6너희는다른

신을좇아섬기거나숭배하지말며너희손으로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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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인하여나의노를격동치말라그리하면내가너

희를해치아니하리라하였으나 7너희가내말을듣지

아니하고너희손으로만든것으로나의노를격동하

여스스로해하였느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8그러므

로나만군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너희가내말

을듣지아니하였은즉 9보라내가보내어북방모든

족속과내종바벨론왕느부갓네살을불러다가이땅

과그거민과사방모든나라를쳐서진멸하여그들로

놀램과치소거리가되게하며땅으로영영한황무지가

되게할것이라 10내가그들중에서기뻐하는소리와

즐거워하는소리와신랑의소리와신부의소리와맷돌

소리와등불빛이끊쳐지게하리니 11이온땅이황폐

하여놀램이될것이며이나라들은칠십년동안바벨

론왕을섬기리라 12나여호와가말하노라칠십년이

마치면내가바벨론왕과그나라와갈대아인의땅을

그죄악으로인하여벌하여영영히황무케하되 13내가

그땅에대하여선고한바곧예레미야가열방에대하

여예언하고이책에기록한나의모든말을그땅에임

하게하리니 14여러나라와큰왕들이그들로자기역

군을삼으리라내가그들의행위와그들의손의행한

대로보응하리라하시니라 15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

와께서이같이내게이르시되너는내손에서이진노

의잔을받아가지고내가너를보내는바그모든나라

로마시게하라 16그들이마시고비틀거리며미치리니

이는내가그들중에칼을보냄을인함이니라하시기

로 17내가여호와의손에서그잔을받아서여호와께

서나를보내신바그모든나라로마시게하되 18예루

살렘과유다성읍들과그왕들과그방백들로마시게

하였더니그들이멸망과놀램과치소와저주를당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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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같으니라 19또애굽왕바로와, 그의신하들

과,그의방백들과,그의모든백성과, 20모든잡족과,

우스땅모든왕과,블레셋사람의땅모든왕과,아스

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남은자와, 21두

로의모든왕과,시돈의모든왕과,바다저편섬의왕

들과, 22두로의모든왕과, 시돈의모든왕과, 바다저

편섬의왕들과, 23드단과,데마와,부스와털을모지게

깎은모든자와, 24아라비아모든왕과, 광야에거하는

잡족의모든왕과, 25시므리의모든왕과, 엘람의모든

왕과, 메대의모든왕과, 26북방원근의모든왕과, 지

면에있는세상의모든나라로마시게하니라세삭왕

은그후에마시리라 27너는그들에게이르기를만군

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의말씀에너희는마시라

,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다시는일어나지말라이

는내가너희중에칼을보냄을인함이니라하셨다하

라 28그들이만일네손에서잔을받아마시기를거절

하거든너는그들에게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의말씀

에너희가반드시마시리라 29보라내가내이름으로

일컬음을받는성에서부터재앙내리기를시작하였은

즉너희가어찌능히형벌을면할수있느냐면치못하

리니이는내가칼을불러세상의모든거민을칠것임

이니라하셨다하라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30그러

므로너는그들에게이모든말로예언하여이르기를

여호와께서높은데서부르시며그거룩한처소에서

소리를발하시며그양의우리를향하여크게부르시

며세상모든거민을대하여포도밟는자같이외치시

리니 31요란한소리가땅끝까지이름은여호와께서

열국과다투시며모든육체를심판하시며악인을칼에

붙이심을인함이라하라여호와의말이니라 32나만군



예레미야 1429

의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재앙이나서나라에서나

라에미칠것이며대풍이땅끝에서일어날것이라 33

그날에나여호와에게살륙을당한자가땅이끝에서

땅저끝에미칠것이나그들이슬퍼함을받지못하며

염습함을입지못하며매장함을얻지못하고지면에서

분토가되리로다 34너희목자들아외쳐애곡하라너희

양떼의인도자들아재에굴라이는너희도륙을당할

날과흩음을당할기한이찼음인즉너희가귀한그릇

의떨어짐같이될것이라 35목자들은도망할수없겠

고양떼의인도자들은도피할수없으리로다 36목자들

의부르짖음과양떼의인도자들의애곡하는소리여,

나여호와가그들의초장으로황폐케함이로다 37평안

한목장들이적막하니이는여호와의진노의연고로다

38그가사자같이그소혈에서나오셨도다그잔멸하

는자의진노와그극렬한분으로인하여그들의땅이

황량하였도다

26유다왕요시야의아들여호야김의즉위초에여호

와께로서이말씀이임하니라가라사대 2나여호와가

이같이이르노라너는여호와의집뜰에서서유다모

든성읍에서여호와의집에와서경배하는자에게내

가네게명하여이르게한모든말을고하되한말도감

하지말라 3그들이듣고혹시각각그악한길에서떠

나리라그리하면내가그들의악행으로인하여재앙을

그들에게내리려하던뜻을돌이키리라 4너는그들에

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너희가나를청종치아

니하며내가너희앞에둔내법을행치아니하며 5내

가너희에게보내고부지런히보낸나의종선지자들

의말을이미듣지아니하였거니와너희가만일다시

듣지아니하면 6내가이집을실로같이되게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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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세계열방의저줏거리가되게하리라하셨다

하라 7예레미야가여호와의집에서이말을하매제사

장들과선지자들과모든백성이듣더라 8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명하신말씀을모든백성에게고하기를마

치매제사장들과선지자들과모든백성이그를붙잡고

이르되네가반드시죽으리라 9어찌하여네가여호와

의이름을의탁하고예언하여이르기를이집이실로

같이되겠고이성이황무하여거민이없으리라하느

뇨하며그모든백성이여호와의집에서예레미야에

게로모여드니라 10유다방백들이이일을듣고왕궁

에서여호와의집으로올라와서여호와의집새문어

귀에앉으매 11제사장들과선지자들이방백들과모든

백성에게말하여가로되 `이사람은죽음이합당하니

너희귀로들음같이이성을쳐서예언하였느니라' 12

예레미야가모든방백과백성에게일러가로되여호와

께서나를보내사너희의들은바모든말로이집과이

성을쳐서예언하게하셨느니라 13그런즉너희는너희

길과행위를고치고너희하나님여호와의목소리를

청종하라그리하면여호와께서너희에게선고하신재

앙에대하여뜻을돌이키시리라 14보라, 나는너희손

에있으니너희소견에선한대로, 옳은대로하려니와

15너희는분명히알라너희가나를죽이면정녕히무

죄한피로너희몸과이성과이성거민에게로돌아가

게하리라이는여호와께서진실로나를보내사이모

든말을너희귀에이르게하셨음이니라 16방백들과

모든백성이제사장들과선지자들에게이르되이사람

이우리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의탁하고우리에게

말하였으니죽음이부당하니라 17때에그땅장로중

몇사람이일어나백성의온회중에말하여가로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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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왕히스기야시대에모레셋사람미가가유다모

든백성에게예언하여가로되만군의여호와께서이같

이말씀하시기를시온은밭같이경작함을당하며예루

살렘은무더기가되며이전의산은수풀의높은곳들

같이되리라하였으나 19유다왕히스기야와모든유

다가그를죽였느냐?히스기야가여호와를두려워하여

여호와께간구하매여호와께서그들에게선고한재앙

에대하여뜻을돌이키지아니하셨느냐우리가이같이

하면우리생명을스스로크게해하는일이니라 20또

여호와의이름을의탁하고예언한사람이있었는데곧

기럇여아림스마야의아들우리야라그가예레미야의

모든말과같이이성과이땅을쳐서예언하매 21여호

야김왕과그모든용사와모든방백이그말을듣고는

왕이그를죽이려하매우리야가이를듣고두려워애

굽으로도망하여간지라 22여호야김왕이사람을애굽

으로보내되곧악볼의아들엘라단과몇사람을함께

애굽으로보내었더니 23그들이우리야를애굽에서끌

어내어여호야김왕께로데려오매왕이칼로그를죽

이고그시체를평민의묘실에던지게하였다하니라

24사반의아들아히감이예레미야를보호하여예레미

야를백성의손에내어주지아니하여죽이지못하게

하니라

27유다왕요시야의아들여호야김의즉위한지오래

지아니하여서여호와께서말씀으로나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2여호와께서이같이내게이르시되너는

줄과멍에를만들어네목에얹고 3유다왕시드기야

를보러예루살렘에온사신들의손에도그것을붙여

에돔왕과모압왕과암몬자손의왕과두로왕과시돈

왕에게보내며 4그들에게명하여그주에게이르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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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말씀하시되

너희는너희주에게이같이고하라 5나는내큰능과

나의든팔로땅과그위에있는사람과짐승들을만들

고나의소견에옳은대로땅을사람에게주었노라 6

이제내가이모든땅을내종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

손에주고또들짐승들을그에게주어서부리게하였

나니 7열방이그와그아들과손자를섬기리라그의

땅의기한이이르면여러나라와큰왕이그로자기를

섬기게하리라마는 8나여호와가이르노라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섬기지아니하는국민이나그목으로바

벨론왕의멍에를메지아니하는백성은내가그의손

으로진멸시키기까지칼과기근과염병으로벌하리라

9너희는너희선지자나너희복술이나너희꿈꾸는자

나너희술사나너희요술객이너희에게이르기를너

희가바벨론왕을섬기지아니하리라하여도듣지말

라 10그들은너희에게거짓을예언하여서너희로너희

땅에서멀리떠나게하며또나로너희를몰아내게하

며너희를멸하게하느니라 11오직그목으로바벨론

왕의멍에를메고그를섬기는나라는내가그들을그

땅에머물러서밭을갈며거기거하게하리라하셨다

하라여호와의말이니라 12내가이모든말씀대로유

다왕시드기야에게고하여가로되왕과백성은목으

로바벨론왕의멍에를메고그와그백성을섬기소서

그리하면살리이다 13어찌하여왕과왕의백성이여호

와께서바벨론왕을섬기지아니하는나라에대하여

하신말씀같이칼과기근과염병에죽으려하나이까?

14왕과백성에게바벨론왕을섬기지아니하리라하는

선지자의말을듣지마소서그들은거짓을예언하나이

다 15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내가그들을보내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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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늘그들이내이름으로거짓을예언하니내가

너희를몰아내며너희와너희에게예언하는선지자들

을멸망시키기에이르리라하셨나이다 16내가또제사

장들과그모든백성에게고하여가로되여호와께서

이같이말씀하시되여호와의집기구를이제바벨론에

서속히돌려오리라고너희에게예언하는선지자들의

말을듣지말라이는그들이거짓을예언함이니라하

셨나니 17너희는그들을듣지말고바벨론왕을섬기

라그리하면살리라어찌하여이성으로황무지가되

게하겠느냐 18만일그들이선지자이고여호와의말씀

이그들에게있을진대그들이여호와의집에와유다

왕의집에와예루살렘에남아있는기구가바벨론으로

옮겨가지않도록만군의여호와께구하여야할것이니

라 19만군의여호와께서기둥들과놋바다와받침들과

및이성에남아있는기구에대하여이같이말씀하시

나니 20이것은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유다왕여호

야김의아들여고니야와유다와예루살렘모든귀족을

예루살렘에서바벨론으로사로잡아옮길때에취하지

아니하였던것이라 21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

님이여호와의집에와유다왕의집에와예루살렘에

남아있는그기구에대하여이같이말씀하시되 22그

것들이바벨론으로옮김을입고내가이것을돌아보는

날까지거기있을것이니라그후에내가그것을옮겨

이곳에다시두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28이해유다왕시드기야의즉위한지오래지않은

해곧사년오월에기브온앗술의아들선지자하나냐

가여호와의집에서제사장들과모든백성앞에서내

게말하여가로되 2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

이이같이말씀하여가라사대내가바벨론왕의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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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꺾었느니라 3내가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이곳에

서바벨론으로옮겨간여호와의집모든기구를두해

가차기전에다시이곳으로가져오게하겠고 4내가

또유다왕여호야김의아들여고니야와바벨론으로

간유다모든포로들다시이곳으로돌아오게하리니

이는내가바벨론왕의멍에를꺾을것임이니라여호

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는지라 5선지자예레미야가

여호와의집에선제사장들의앞과모든백성앞에서

선지자하나냐에게말할쌔 6선지자예레미야가말하

되아멘, 여호와는이같이하옵소서여호와께서네예

언대로이루사여호와의집기구와모든포로를바벨

론에서이곳으로다시옮겨오시기를원하노라 7그러

나너는이제내가네귀와모든백성의귀에이르는이

말을들으라 8나와너이전선지자들이자고로여러

나라와큰국가들에대하여전쟁과재앙과염병을예

언하였느니라 9평화를예언하는선지자는그예언자

의말이응한후에야그는진실로여호와의보내신선

지자로알게되리라 10선지자하나냐가선지자예레미

야의목에서멍에를취하여꺾고 11모든백성앞에서

말하여가로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내가두

해가차기전에열방의목에서바벨론왕느부갓네살

의멍에를이같이꺾어버리리라하셨느니라하매선

지자예레미야가자기길을가니라 12선지자하나냐가

선지자예레미야의목에서멍에를꺾어버린후에여호

와의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13너는

가서하나냐에게말하여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네

가나무멍에를꺾었으나그대신쇠멍에를만들었느

니라 14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

하노라내가쇠멍에로이모든나라의목에메워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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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왕느부갓네살을섬기게하였으니그들이그를섬

기리라내가들짐승도그에게주었느니라하신다하라

15선지자예레미야가선지자하나냐에게이르되하나

냐여들으라여호와께서너를보내지아니하셨거늘네

가이백성으로거짓을믿게하는도다 16그러므로여

호와께서말씀하시되내가너를지면에서제하리니네

가여호와께패역하는말을하였음이라금년에죽으리

라하셨느니라하더니 17선지자하나냐가그해칠월

에죽었더라

29선지자예레미야가예루살렘에서이같은편지를

느부갓네살이예루살렘에서바벨론으로옮겨간포로

중남아있는장로들과제사장들과선지자들과모든

백성에게보내었는데 2때는여고니야왕과국모와환

관들과및유다와예루살렘방백들과목공들과철공들

이예루살렘에서떠난후라 3유다왕시드기야가바벨

론으로보내어바벨론왕느부갓네살에게로가게한

사반의아들엘라사와힐기야의아들그마랴의손에

위탁하였더라일렀으되 4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내가예루살렘에서바벨론으로사로잡혀가게

한모든포로에게이같이이르노라 5너희는집을짓고

거기거하며전원을만들고그열매를먹으라 6아내를

취하여자녀를생산하며너희아들로아내를취하며

너희딸로남편을맞아그들로자녀를생산케하여너

희로거기서번성하고쇠잔하지않게하라 7너희는내

가사로잡혀가게한그성읍의평안하기를힘쓰고위

하여여호와께기도하라이는그성이평안함으로너

희도평안할것임이니라 8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너희중선지자들에게와복

술에게혹하지말며너희가꾼바꿈도신청하지말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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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들을보내지아니하였어도그들이내이름으로

거짓을예언함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10나여호와

가이같이말하노라바벨론에서칠십년이차면내가

너희를권고하고나의선한말을너희에게실행하여

너희를이곳으로돌아오게하리라 11나여호와가말

하노라너희를향한나의생각은내가아나니재앙이

아니라곧평안이요너희장래에소망을주려하는생

각이라 12너희는내게부르짖으며와서내게기도하면

내가너희를들을것이요 13너희가전심으로나를찾

고찾으면나를만나리라! 14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

가너희에게만나지겠고너희를포로된중에서다시

돌아오게하되내가쫓아보내었던열방과모든곳에

서모아사로잡혀떠나게하던본곳으로돌아오게하

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느니라 15너희가말하기

를여호와께서바벨론에서우리를위하여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하므로 16여호와께서다윗의위에앉은왕

과이성에거하는모든백성곧너희와함께포로되어

가지아니한너희형제에게대하여이같이말씀하시느

니라 17만군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

내가칼과기근과염병을그들에게보내어그들로악

하여먹을수없는악한무화과같게하겠고 18내가칼

과기근과염병으로그들을따르게하며그들을세계

열방중에흩어학대를당하게할것이며내가그들을

쫓아보낸열방중에서저주거리와놀램과치소와모

욕거리가되게하리니 19이는내가내종선지자들을

그들에게보내되부지런히보내었으나그들이나여호

와의말을듣지아니하며듣지아니함이니라여호와의

말이니라 20그런즉내가예루살렘에서바벨론으로보

낸너희모든포로여, 나여호와의말을들을지니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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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내가골라야의아들

아합과마아세야의아들시드기야에대하여말하노라

그들은내이름으로너희에게거짓을예언한자라보

라내가그들을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에붙이리

니그가너희목전에서그들을죽일것이라 22너희바

벨론에있는유다모든포로가그들로저주거리를삼

아서이르기를여호와께서너로바벨론왕이불살라

죽인시드기야와아합같게하시기를원하노라하리니

23이는그들이이스라엘중에서망령되이행하여그

이웃의아내와행음하며내가그들에게명하지아니한

거짓을내이름으로말함이니라나는아는자요증거

인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였더라 24너는

느헬람사람스마야에게이같이말하여이르라 25만군

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여가라

사대네가네이름으로예루살렘에있는모든백성과

제사장마아세야의아들스바냐와모든제사장에게글

을보내어이르기를 26여호와께서너로제사장여호야

다를대신하여제사장을삼아여호와의집유사로세

우심은무릇미친자와자칭선지자를착고에채우며

칼을메우게하심이어늘 27이제네가어찌하여너희

중에자칭선지자라하는아나돗사람예레미야를책

망하지아니하느냐 28대저그가바벨론에있는우리에

게편지하기를때가오래리니너희는집을짓고거기

거하며전원을만들고그열매를먹으라하였다하였

느니라 29제사장스바냐가스마야의글을선지자예레

미야에게읽어들릴때에 30여호와의말씀이예레미야

에게임하여가라사대 31너는모든포로에게글을보

내어이르기를여호와께서느헬람사람스마야에대하

여이같이말씀하시되내가스마야를보내지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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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늘그가너희에게예언하고너희로거짓을믿게하

였도다 32그러므로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보라

, 내가느헬람사람스마야와그자손을벌하리니그가

나여호와께패역한말을하였음을인하여이백성중

에거할그의사람이하나도없을것이라내가내백성

에게행하려하는선한일을그가보지못하리라하셨

다하라여호와의말이니라

30여호와께로서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여이르

시니라 2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일러

가라사대내가네게이른모든말을책에기록하라 3

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내백성이스라엘과유다

의포로를돌이킬때가이르리니내가그들을그열조

에게준땅으로돌아오게할것이라그들이그것을차

지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4여호와께서이스라엘

과유다에대하여하신말씀이이러하니라 5여호와께

서이같이말씀하시되우리가떨리는소리를들으니

두려움이요평안함이아니로다 6너희는자식을해산

하는남자가있는가물어보라남자마다해산하는여인

같이손으로각기허리를짚고그얼굴빛이창백하여

보임은어찜이뇨 7슬프다그날이여,비할데없이크

니이는야곱의환난의때가됨이로다마는그가이에

서구하여냄을얻으리로다 8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

라그날에내가네목에서그멍에를꺾어버리며네줄

을끊으리니이방인이다시는너를부리지못할것이

며 9너희는너희하나님나여호와를섬기며내가너

희를위하여일으킬너희왕다윗을섬기리라 10그러

므로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종야곱아두려워말라

이스라엘아놀라지말라내가너를원방에서구원하고

네자손을포로된땅에서구원하리니야곱이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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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과안락을얻을것이라너를두렵게할자가없으

리라 11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너와함께하여너

를구원할것이라내가너를흩었던그열방은진멸한

다할지라도너는진멸하지아니하리라그러나내가

공도로너를징책할것이요결코무죄한자로여기지

아니하리라 12나여호와가말하노라네상처는고칠수

없고네창상은중하도다 13네송사를변호할자가없

고네상처를싸맬약이없도다 14너를사랑하던자가

다너를잊고찾지아니하니이는네허물이크고네죄

가수다함을인하여내가대적의상하게하는그것으

로너를상하게하며잔학한자의징계하는그것으로

너를징계함이어늘 15어찌하여네상처를인하여부르

짖느뇨네고통이낫지못하리라네죄악의큼과죄의

수다함을인하여내가네게이일을행하였느니라 16

그러나무릇너를먹는자는먹히며무릇너를치는자

는다포로가되며너를탈취하는자는탈취를당하며

무릇너를약탈하는자는내가그로약탈을당하게하

리라 17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들이쫓겨난자라하

며찾는자가없는시온이라한즉내가너를치료하여

네상처를낫게하리라 18나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

내가포로된야곱의장막들을돌이키고그거하는곳

들을긍휼히여길것이라그성읍은자기산에중건될

것이요그궁궐은본래대로거하는곳이될것이며 19

감사하는소리와즐거워하는자의목소리가그중에서

나오리라내가그들을번성케하리니쇠잔치아니하겠

고내가그들을영화롭게하리니비천하지아니하겠으

며 20그자손은여전하겠고그회중은내앞에굳게설

것이며무릇그를압박하는자는내가다벌하리라 21

그왕은그본족에게서날것이요그통치자는그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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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나올것이며내가그를가까이오게하므로그가

내게접근하리라그렇지않고담대히내게접근할자

가누구뇨여호와의말이니라 22너희는내백성이되

겠고나는너희하나님이되리라! 23보라, 여호와의노

가발하여폭풍과회리바람처럼악인의머리를칠것

이라 24나여호와의진노는내마음의뜻한바를행하

여이루기까지는쉬지아니하나니너희가말일에그것

을깨달으리라

31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때에내가이스라엘모든

가족의하나님이되고그들은내백성이되리라 2나

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칼에서벗어난백성이광야

에서은혜를얻었나니곧내가이스라엘로안식을얻

게하러갈때에라 3나여호와가옛적에이스라엘에게

나타나이르기를내가무궁한사랑으로너를사랑하는

고로인자함으로너를인도하였다하였노라 4처녀이

스라엘아!내가다시너를세우리니네가세움을입을

것이요네가다시소고로너를장식하고즐거운무리

처럼춤추며나올것이며 5네가다시사마리아산들에

포도원을심되심는자가심고그과실을먹으리라 6

에브라임산위에서파숫군이외치는날이이를것이라

이르기를너희는일어나라우리가시온에올라가서우

리하나님여호와께로나아가자하리라 7나여호와가

이같이말하노라너희는야곱을위하여기뻐노래하며

만국의머리된자를위하여외쳐전파하며찬양하며

이르기를여호와여주의백성이스라엘의남은자를

구원하소서하라 8보라,내가그들을북편땅에서인

도하며땅끝에서부터모으리니그들중에는소경과

절뚝발이와잉태한여인과해산하는여인이함께하여

큰무리를이루어이곳으로돌아오되 9울며올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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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그들이나의인도함을입고간구할때에내가그들

로넘어지지아니하고하숫가의바른길로행하게하

리라나는이스라엘의아비요에브라임은나의장자니

라 10열방이여너희는나여호와의말을듣고먼섬에

전파하여이르기를이스라엘을흩으신자가그를모으

시고목자가그양무리에게행함같이그를지키시리

로다 11여호와께서야곱을속량하시되그들보다강한

자의손에서구속하셨으니 12그들이와서시온의높은

곳에서찬송하며여호와의은사곧곡식과새포도주

와기름과어린양의떼와소의떼에모일것이라그심

령은물댄동산같겠고다시는근심이없으리로다할

지어다 13그때에처녀는춤추며즐거워하겠고청년과

노인이함께즐거워하리니내가그들의슬픔을돌이켜

즐겁게하며그들을위로하여근심한후에기쁨을얻

게할것임이니라 14내가기름으로제사장들의심령에

흡족케하며내은혜로내백성에게만족케하리라여

호와의말이니라 15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라마

에서슬퍼하며통곡하는소리가들리니라헬이그자

식을위하여애곡하는것이라그가자식이없으므로

위로받기를거절하는도다 16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

노라네소리를금하여울지말며네눈을금하여눈물

을흘리지말라네일에갚음을받을것인즉그들이그

대적의땅에서돌아오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7나여

호와가말하노라너의최후에소망이있을것이라너의

자녀가자기들의경내로돌아오리라 18에브라임이스

스로탄식함을내가정녕히들었노니이르기를주께서

나를징벌하시매멍에에익숙지못한송아지같은내

가징벌을받았나이다주는나의하나님여호와시니

나를이끌어돌이키소서그리하시면내가돌아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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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내가돌이킴을받은후에뉘우쳤고내가교훈

을받은후에내볼기를쳤사오니이는어렸을때의치

욕을진고로부끄럽고욕됨이니이다하도다 20에브라

임은나의사랑하는아들기뻐하는자식이아니냐?내

가그를책망하여말할때마다깊이생각하노라그러

므로그를위하여내마음이측은한즉내가반드시그

를긍휼히여기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21처녀이스라

엘아!너를위하여길표를세우며너를위하여표목을

만들고대로곧네가전에가던길에착념하라돌아오

라네성읍들로돌아오라 22패역한딸아! 네가어느때

까지방황하겠느냐여호와가새일을세상에창조하였

나니곧여자가남자를안으리라 23나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내가그사로잡

힌자를돌아오게할때에그들이유다땅과그성읍들

에서다시이말을쓰리니곧의로운처소여, 거룩한산

이여, 여호와께서네게복주시기를원하노라할것이

며 24유다와그모든성읍의농부와양떼를인도하는

자가거기함께거하리니 25이는내가그피곤한심령

을만족케하며무릇슬픈심령을상쾌케하였음이니

라하시기로 26내가깨어보니내잠이달았더라 27여

호와께서가라사대보라, 내가사람의씨와짐승의씨

를이스라엘집과유다집에뿌릴날이이르리니 28내

가경성하여그들을뽑으며훼파하며전복하며멸하며

곤란케하던것같이경성하여그들을세우며심으리라

여호와의말이니라 29그때에그들이다시는이르기를

아비가신포도를먹었으므로아들들의이가시다하

지아니하겠고 30신포도를먹는자마다그이가심같

이각기자기죄악으로만죽으리라 31나여호와가말

하노라보라, 날이이르리니내가이스라엘집과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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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새언약을세우리라 32나여호와가말하노라이

언약은내가그들의열조의손을잡고애굽땅에서인

도하여내던날에세운것과같지아니할것은내가그

들의남편이되었어도그들이내언약을파하였음이니

라 33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러나그날후에내가이

스라엘집에세울언약은이러하니곧내가나의법을

그들의속에두며그마음에기록하여나는그들의하

나님이되고그들은내백성이될것이라 34그들이다

시는각기이웃과형제를가리켜이르기를너는여호

와를알라하지아니하리니이는작은자로부터큰자

까지다나를앎이니라내가그들의죄악을사하고다

시는그죄를기억지아니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35나여호와는해를낮의빛으로주었고달과별들을

밤의빛으로규정하였고바다를격동시켜그파도로

소리치게하나니내이름은만군의여호와니라내가

말하노라 36이규정이내앞에서폐할진대이스라엘

자손도내앞에서폐함을입어영영히나라가되지못

하리라 37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위로하늘을

측량할수있으며아래로땅의기초를탐지할수있다

면내가이스라엘자손의행한모든일을인하여그들

을다버리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38나여호와가말

하노라보라, 날이이르리니이성을하나넬망대에서

부터모퉁이문까지여호와를위하여건축할것이라

39측량줄이곧게가렙산에이르고고아방면으로돌아

40시체와재의골짜기와기드론시내에이르는데까지

와동편말문모퉁이에이르기까지의모든밭에이르

리니다여호와의성지가되고영영히다시는뽑히거

나전복되지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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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유다왕시드기야의제십년곧느부갓네살의제

십팔년에여호와의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 2

때에바벨론군대는예루살렘을에워싸고선지자예레

미야는유다왕의궁중에있는시위대뜰에갇혔으니 3

이는그가예언하기를여호와의말씀에보라내가이

성을바벨론왕의손에붙이리니그가취할것이며유

다왕시드기야는갈대아인의손에서붙이운바되리니

입이입을대하여말하고눈이서로볼것이며그가시

드기야를바벨론으로끌어가리니시드기야가나의권

고할때까지거기있으리라나여호와가말하노라 4너

희가갈대아인과싸울지라도승리치못하리라하셨다

하였더니유다왕시드기야가가로되네가어찌이같

이예언하였느뇨하고그를가두었음이었더라 (3절에

서이어짐) 5 (3절과같음) 6예레미야가가로되여호와

의말씀이내게임하였느니라이르시기를 7보라네숙

부의살룸의아들하나멜이네게와서말하기를너는

아나돗에있는내밭을사라이기업을무를권리가네

게있느니라하리라하시더니 8여호와의말씀같이나

의숙부의아들하나멜이시위대뜰안내게로와서이

르되청하노니너는베냐민땅아나돗에있는나의밭

을사라기업의상속권이네게있고무를권리가네게

있으니너를위하여사라하는지라내가이것이여호

와의말씀인줄알았으므로 9내숙부의아들하나멜의

아나돗에있는밭을사는데은십칠세겔을달아주되

10증서를써서인봉하고증인을세우고은을저울에

달아주고 11법과규례대로인봉하고인봉치아니한

매매증서를내가취하여 12나의숙부의아들하나멜

과매매증서에인친증인의앞과시위대뜰에앉은유

다모든사람앞에서그매매증서를마세야의손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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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의아들바룩에게부치며 13그들의앞에서바룩에

게명하여이르되 14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

이이같이말씀하시기를너는이증서곧인봉하고인

봉치않은매매증서를취하여토기에담아많은날동

안보존케하라 15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

내가이같이말하노라사람이이땅에서집과밭과포

도원을다시사게되리라하셨다하니라 16내가매매

증서를네리야의아들바룩에게부친후에여호와께

기도하여가로되 17슬프도소이다주여호와여,주께서

큰능과드신팔로천지를지으셨사오니주에게는능

치못한일이없으시니이다! 18주는은혜를천만인에

게베푸시며아비의죄악을그후자손의품에갚으시

오니크고능하신하나님이시요이름은만군의여호와

시니이다 19주는모략에크시며행사에능하시며인류

의모든길에주목하시며그길과그행위의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20주께서애굽땅에서징조와기사로

행하셨고오늘까지도이스라엘과외인중에그같이행

하사주의이름을오늘과같이되게하셨나이다 21주

께서징조와기사와강한손과드신팔과큰두려움으

로주의백성이스라엘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시

고 22그들에게주시기로그열조에게맹세하신바젖과

꿀이흐르는이땅을그들에게주셨으므로 23그들이

들어가서이를차지하였거늘주의목소리를청종치아

니하며주의도에행치아니하며무릇주께서행하라

명하신일을행치아니하였으므로주께서이모든재

앙을그들에게내리셨나이다 24보옵소서이성을취하

려하는자가와서흉벽을쌓았고칼과기근과염병으

로인하여이성이이를치는갈대아인의손에붙인바

되었으니주의말씀대로되었음을주께서보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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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여호와여주께서내게은으로밭을사며증인을

세우라하셨으나이성은갈대아인의손에붙인바되

었나이다 26때에여호와의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

여이르시되 27나는여호와요모든육체의하나님이라

내게능치못한일이있겠느냐 28그러므로나여호와

가이같이말하노라보라, 내가이성을갈대아인의손

과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에붙일것인즉그가취

할것이라 29이성을치는갈대아인이와서이성읍에

불을놓아성과집곧그지붕에서바알에게분향하며

다른신들에게전제를드려나를격노케한집들을사

르리니 30이는이스라엘자손과유다자손이예로부터

내목전에악만행하였음이라이스라엘자손은그손

으로만든것을가지고나를격노케한것뿐이니라나

여호와가말하노라 31이성이건설된날부터오늘까지

나의노와분을격발하므로내가내앞에서그것을옮

기려하노니 32이는이스라엘자손과유다자손이모

든악을행하며내노를격동하였음이라그들과그들

의왕들과그방백들과그제사장들과그선지자들과

유다사람들과예루살렘거민들이다그러하였느니라

33그들이등을내게로향하고얼굴을내게로향치아

니하며내가그들을가르치되부지런히가르칠지라도

그들이교훈을듣지아니하며받지아니하고 34내이

름으로일컬음을받는집에자기들의가증한물건들을

세워서그집을더럽게하며 35힌놈의아들의골짜기

에바알의산당을건축하였으며자기들의자녀를몰렉

의불에지나가게하였느니라그들이이런가증한일

을행하여유다로범죄케한것은나의명한것도아니

요내마음에둔것도아니니라 36그러나이스라엘의

하나님나여호와가너희의말하는바칼과기근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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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인하여바벨론왕의손에붙인바되었다하는

이성에대하여이같이말하노라 37보라, 내가노와분

과큰분노로그들을쫓아보내었던모든지방에서그

들을모아내어이곳으로다시인도하여안전히거하

게할것이라 38그들은내백성이되겠고나는그들의

하나님이될것이며 39내가그들에게한마음과한도

를주어자기들과자기후손의복을위하여항상나를

경외하게하고 40내가그들에게복을주기위하여그

들을떠나지아니하리라하는영영한언약을그들에게

세우고나를경외함을그들의마음에두어나를떠나

지않게하고 41내가기쁨으로그들에게복을주되정

녕히나의마음과정신을다하여그들을이땅에심으

리라 42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내가이백성에

게이큰재앙을내린것같이허락한모든복을그들에

게내리리라 43너희가말하기를황폐하여사람이나짐

승이없으며갈대아인의손에붙인바되었다하는이

땅에서사람들이밭을사되 44베냐민땅과예루살렘

사방과유다성읍들과산지의성읍들과평지의성읍들

과남방의성읍들에있는밭을은으로사고증서를기

록하여인봉하고증인을세우리니이는내가그들의

포로로돌아오게함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33예레미야가아직시위대뜰에갇혔을때에여호와

의말씀이그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일을행하는여

호와, 그것을지어성취하는여호와, 그이름을여호와

라하는자가이같이이르노라 3너는내게부르짖으라

! 내가네게응답하겠고네가알지못하는크고비밀한

일을네게보이리라 4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가말

하노라무리가이성읍의가옥과유다왕궁을헐어서

갈대아인의흉벽과칼을막아 5싸우려하였으나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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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노와분함으로그들을죽이고그시체로이성에

채우게하였나니이는그들의모든악을인하여나의

얼굴을가리워이성을돌아보지아니하였음이니라 6

그러나보라, 내가이성을치료하며고쳐낫게하고평

강과성실함에풍성함을그들에게나타낼것이며 7내

가유다의포로와이스라엘의포로를돌아오게하여

그들을처음과같이세울것이며 8내가그들을내게

범한그모든죄악에서정하게하며그들의내게범하

여행한모든죄악을사할것이라 9이성읍이세계열

방앞에서내게기쁜이름이될것이며찬송과영광이

될것이요그들은나의이백성에게베푼모든복을들

을것이요나의이성읍에베푼모든복과모든평강을

인하여두려워하며떨리라 10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

노라너희가가리켜말하기를황폐하여사람도없고

짐승도없다하던여기곧황폐하여사람도없고주민

도없고짐승도없던유다성읍들과예루살렘거리에

서즐거워하는소리, 기뻐하는소리, 신랑의소리, 신부

의소리와및만군의여호와께감사하라, 여호와는선

하시니그인자하심이영원하다 11하는소리와여호와

의집에감사제를드리는자들의소리가다시들리리

니이는내가이땅의포로로돌아와서처음과같이되

게할것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33장 10절내용의

계속임 (10절과 11절의내용같음) 12나만군의여호와

가이같이말하노라황폐하여사람도없고짐승도없

던이곳과그모든성읍에다시목자의거할곳이있으

리니그양무리를눕게할것이라 13산지성읍들과평

지성읍들과남방의성읍들과베냐민땅과예루살렘

사면과유다성읍들에서양무리가다시계수하는자

의손아래로지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4나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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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말하노라보라내가이스라엘집과유다집에대

하여이른선한말을성취할날이이르리라 15그날그

때에내가다윗에게한의로운가지가나게하리니그

가이땅에공평과정의를실행할것이라 16그날에유

다가구원을얻겠고예루살렘이안전히거할것이며

그성은여호와우리의의라일컬음을입으리라 17나

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이스라엘집위에앉을사

람이다윗에게영영히끊어지지아니할것이며 18내

앞에서번제를드리며소제를사르며다른제를항상

드릴레위사람제사장들도끊어지지아니하리라하시

니라 19여호와의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가라

사대 20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너희가능히낮

에대한나의약정과밤에대한나의약정을파하여주

야로그때를잃게할수있을진대 21내종다윗에게세

운나의언약도파하여그로그위에앉아다스릴아들

이없게할수있겠으며내가나를섬기는레위인제사

장에게세운언약도파할수있으리라 22하늘의만상

은셀수없으며바다의모래는측량할수없나니내가

그와같이내종다윗의자손과나를섬기는레위인을

번성케하리라하시니라 23여호와의말씀이예레미야

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4이백성이말하기를여호와

께서그택하신두족속을버리셨다한것을네가생각

지아니하느냐그들이내백성을멸시하여자기들앞

에서나라로인정치아니하도다 25나여호와가이같이

말하노라나의주야의약정이서지아니할수있다든

지천지의규례가정한대로되지아니할수있다할진

대 26내가야곱과내종다윗의자손을버려서다시는

다윗의자손중에서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의자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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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릴자를택하지아니하리라내가그포로된자로

돌아오게하고그를긍휼히여기리라

34바벨론왕느부갓네살과그모든군대와그통치하

에있는땅의모든나라와모든백성이예루살렘과그

모든성읍을칠때에말씀이여호와께로서예레미야에

게임하니라가라사대 2이스라엘의하나님나여호와

가이같이말하노라너는가서유다왕시드기야에게

고하여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보라내가이성을

바벨론왕의손에붙이리니그가이성을불사를것이

라 3네가그손에서벗어나지못하고반드시사로잡혀

그손에붙임을입고네눈은바벨론왕의눈을볼것이

며그입은네입을마주대하여말할것이요너는바벨

론으로가리라 4그러나유다왕시드기야여,나여호

와의말을들으라나여호와가네게대하여이같이말

하노라네가칼에죽지아니하고 5평안히죽을것이며

사람이너보다먼저있은네열조선왕에게분향하던

일례로네게분향하며너를위하여애통하기를슬프다

주여하리니이는내가말하였음이니라여호와의말이

니라 6선지자예레미야가이모든말씀을예루살렘에

서유다왕시드기야에게고하니라 7때에바벨론왕의

군대가예루살렘과유다의남은모든성을쳤으니곧

라기스와아세가라유다의견고한성읍중에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8시드기야왕이예루살렘에있는모든

백성과언약하고자유를선언한후에여호와께로서말

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 9그언약은곧사람으로

각기히브리남녀노비를놓아자유케하고그동족유

다인으로종을삼지못하게한것이라 10이언약에참

가한방백들과모든백성이각기노비를자유케하고

다시는종을삼지말라함을듣고순복하여놓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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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후에그들의뜻이변하여자유케하였던노비를끌어

다가다시복종시켜노비를삼았더라 12그러므로여호

와의말씀이여호와께로서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가

라사대 13이스라엘하나님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

라내가너희선조를애굽땅종되었던집에서인도하

여낼때에그들과언약을세워이르기를 14너희형제

히브리사람이네게팔렸거든칠년만에너희는각기

놓으라그가육년을너를섬겼은즉그를놓아자유케

할지라하였으나너희선조가나를듣지아니하며귀

를기울이지도아니하였느니라 15그러나너희는이제

돌이켜내목전에정당히행하여각기이웃에게자유

를선언하되내이름으로일컬음을받는집에서내앞

에서언약을세웠거늘 16너희가뜻을변하여내이름

을더럽히고각기놓아그들의마음대로자유케하였

던노비를끌어다가다시너희에게복종시켜서너희

노비를삼았도다 17그러므로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

노라너희가나를듣지아니하고각기형제와이웃에

게자유를선언한것을실행치아니하였은즉내가너

희에게자유를선언하여너희를칼과염병과기근에

붙이리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내가너희를세계열

방중에흩어지게할것이며 18송아지를둘에쪼개고

그두사이로지나서내앞에언약을세우고그말을실

행치아니하여내언약을범한너희를 19곧쪼갠송아

지사이로지난유다방백들과예루살렘백성들과환

관들과제사장들과이땅모든백성을 20내가너희원

수의손과너희생명을찾는자의손에붙이리니너희

시체가공중의새들과땅짐승의식물이될것이며 21

또내가유다왕시드기야와그방백들을그원수의손

과그생명을찾는자의손과너희에게서떠나간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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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왕의군대의손에붙이리라 22나여호와가말하노

라보라, 내가그들에게명하여이성에다시오게하리

니그들이이성을쳐서취하여불사를것이라내가유

다성읍들로황무하여거민이없게하리라

35유다왕요시야의아들여호야김때에여호와께로

서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너는레

갑족속에게가서그들에게말하고그들을여호와의

집한방으로데려다가포도주를마시우라 3이에내가

하바시냐의손자요예레미야의아들인야아사냐와그

형제와그모든아들과레갑온족속을데리고 4여호

와의집에이르러익다랴의아들하나님의사람하난

의아들들의방에들였는데그방은방백들의방곁이

요문을지키는살룸의아들마아세야의방위더라 5

내가레갑족속사람들앞에포도주가가득한사발과

잔을놓고마시라권하매 6그들이가로되우리는포도

주를마시지아니하겠노라레갑의아들우리선조요

나답이우리에게명하여이르기를너희와너희자손은

영영히포도주를마시지말며 7집도짓지말며파종도

하지말며포도원도재배치말며두지도말고너희평

생에장막에거처하라그리하면너희의우거하는땅에

서너희생명이길리라하였으므로 8우리가레갑의아

들우리선조요나답의우리에게명한모든말을순종

하여우리와우리아내와자녀가평생에포도주를마

시지아니하며 9거처할집도짓지아니하며포도원이

나밭이나종자도두지아니하고 10장막에거처하여

우리선조요나답의우리에게명한대로다준행하였노

라 11그러나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이땅에올라왔

을때에우리가말하기를갈대아인의군대와수리아인

의군대가두려운즉예루살렘으로가자하고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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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거하였노라 12때에여호와의말씀이예레

미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 13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

의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너는가서유다사람들

과예루살렘거민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너희

가내말을들으며교훈을받지아니하겠느냐 14레갑

의아들요나답이그자손에게포도주를마시지말라

한그명령은실행되도다그들은그선조의명령을순

종하여오늘까지마시지아니하거늘내가너희에게말

하고부지런히말하여도너희는나를듣지아니하도다

15나도내종모든선지자를너희에게보내고부지런

히보내며이르기를너희는이제각기악한길에서돌

이켜행위를고치고다른신을좇아그를섬기지말라

그리하면너희가나의너희와너희선조에게준이땅

에거하리라하여도너희가귀를기울이지아니하며

나를듣지아니하였느니라 16레갑의아들요나답의자

손은그선조가그들에게명한그명령을준행하나이

백성은나를듣지아니하도다 17그러므로나만군의

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보라내

가유다와예루살렘모든거민에게나의그들에게대

하여선포한모든재앙을내리리니이는내가그들에

게말하여도듣지아니하며불러도대답지아니함이니

라하셨다하라 18예레미야가레갑족속에게이르되

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

기를너희가너희선조요나답의명령을준종하여그

모든훈계를지키며그가너희에게명한것을행하였

도다 19그러므로나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

이이같이말하노라레갑의아들요나답에게서내앞

에설사람이영영히끊어지지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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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유다왕요시야의아들여호야김사년에여호와께

로서예레미야에게말씀이임하니라가라사대 2너는

두루마리책을취하여내가네게말하던날곧요시야

의날부터오늘까지이스라엘과유다와열방에대하여

나의네게이른모든말을그것에기록하라 3유다족

속이내가그들에게내리려한모든재앙을듣고각기

악한길에서돌이킬듯하니라그리하면내가그악과

죄를사하리라 4이에예레미야가네리야의아들바룩

을부르매바룩이예레미야의구전대로여호와께서그

에게이르신모든말씀을두루마리책에기록하니라 5

예레미야가바룩을명하여가로되나는감금을당한지

라여호와의집에들어갈수없은즉 6너는들어가서

나의구전대로두루마리에기록한여호와의말씀을금

식일에여호와의집에있는백성의귀에낭독하고유

다모든성에서온자들의귀에도낭독하라 7그들이

여호와앞에기도를드리며각기악한길을떠날듯하

니라여호와께서이백성에대하여선포하신노와분

이크니라 8네리야의아들바룩이무릇선지자예레미

야의자기에게명한대로하여여호와의집에서책에있

는여호와의말씀을낭독하니라 9유다왕요시야의아

들여호야김의오년구월에예루살렘모든백성과유

다성읍들에서예루살렘에이른모든백성이여호와

앞에서금식을선포한지라 10바룩이여호와의집윗뜰

곧여호와의집새문어귀의곁에있는사반의아들서

기관그마랴의방에서그책에있는예레미야의말을

낭독하여모든백성에게들리니라 11사반의손자요그

마랴의아들인미가야가그책에있는여호와의말씀

을다듣고 12왕궁에내려가서서기관의방에들어가

니모든방백곧서기관엘리사마와스마야의아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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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와악볼의아들엘라단과사반의아들그마랴와

하나냐의아들시드기야와모든방백이거기앉았는지

라 13미가야가바룩의백성의귀에책을낭독할때에

들은모든말로그들에게고하매 14이에모든방백이

구시의증손셀레먀의손자느다냐의아들여후디를

바룩에게보내어이르되너는백성의귀에낭독한두

루마리를손에가지고오라네리야의아들바룩이두

루마리를손에가지고그들에게로가매 15그들이바룩

에게이르되앉아서이를귀에낭독하라바룩이그들

귀에낭독하매 16그들이그모든말씀을듣고놀라서

서로보며바룩에게이르되우리가이모든말을왕에

게고하리라 17그들이또바룩에게물어가로되네가

그구전하는이모든말을어떻게기록하였느뇨청컨

대우리에게이르라 18바룩이대답하되그가그입으

로이모든말을내게베풀기로내가먹으로책에기록

하였노라 19이에방백들이바룩에게이르되너는가서

예레미야와함께숨고너희있는곳을사람에게알리

지말라하니라 20그들이두루마리를서기관엘리사마

의방에두고뜰에들어가왕께나아가서이모든말로

왕의귀에고하니 21왕이여후디를보내어두루마리를

가져오게하매여후디가서기관엘리사마의방에서가

져다가왕과왕의곁에선모든방백의귀에낭독하니

22때는구월이라왕이겨울궁전에앉았고그앞에는

불피운화로가있더라 23여후디가삼편사편을낭독

하면왕이소도로그것을연하여베어화로불에던져

서온두루마리를태웠더라 24왕과그신하들이이모

든말을듣고도두려워하거나그옷을찢지아니하였

고 25엘라단과들라야와그마랴가왕께두루마리를사

르지말기를간구하여도왕이듣지아니하였으며 26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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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의아들여라므엘과아스리엘의아들스라야와

압디엘의아들셀레먀를명하여서기관바룩과선지자

예레미야를잡으라하였으나여호와께서그들을숨기

셨더라 27왕이두루마리와바룩이예레미야의구전으

로기록한말씀을불사른후에여호와의말씀이예레

미야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8너는다시다른두루마

리를가지고유다왕여호야김의불사른첫두루마리

의모든말을기록하고 29또유다왕여호야김에대하

여이같이말하기를여호와의말씀에그가이두루마

리를불사르며말하기를네가어찌하여바벨론왕이

정녕히와서이땅을멸하고사람과짐승을이땅에서

없어지게하리라하는말을이두루마리에기록하였느

뇨하도다 30그러므로나여호와가유다왕여호야김

에대하여이같이말하노라그에게다윗의위에앉을

자가없게될것이요그시체는버림을입어서낮에는

더위,밤에는추위를당하리라 31또내가그와그자손

과신하들을그들의죄악을인하여벌할것이라내가

일찍그들과예루살렘거민과유다사람에게선포하였

으나그들이듣지아니한그모든재앙을내리리라하

셨다하라 32이에예레미야가다를두루마리를취하여

네리야의아들서기관바룩에게주매그가유다왕여

호야김의불사른책의모든말을예레미야의구전대로

기록하고그외에도그같은말을많이더하였더라

37요시야의아들시드기야가여호야김의아들고니

야를대신하여왕이되었으니이는바벨론왕느부갓

네살이그로유다땅의왕을삼음이었더라 2그와그

신하와그땅백성이여호와께서선지자예레미야로

하신말씀을듣지아니하니라 3시드기야왕이셀레먀

의아들여후갈과마아세야의아들제사장스바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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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예레미야에게보내어청하되너는우리를위하

여우리하나님여호와께기도하라하였으니 4때에예

레미야가갇히지아니하였으므로백성가운데출입하

는중이었더라 5바로의군대가애굽에서나오매예루

살렘을에워쌌던갈대아인이그소문을듣고예루살렘

에서떠났더라 6여호와의말씀이선지자예레미야에

게임하여가라사대 7이스라엘의하나님나여호와가

이같이말하노라너희를보내어내게구하게한유다

왕에게이르라너희를도우려고나왔던바로의군대는

자기땅애굽으로돌아가겠고 8갈대아인이다시와서

이성을쳐서취하여불사르리라 9나여호와가이같이

말하노라너희는스스로속여말하기를갈대아인이반

드시우리를떠나리라하지말라그들이떠나지아니

하리라 10가령너희가너희를치는갈대아인의온군

대를쳐서그중에부상자만남긴다할지라도그들이

각기장막에서일어나이성을불사르리라 11갈대아인

의군대가바로의군대를두려워하여예루살렘에서떠

나매 12예레미야가베냐민땅에서백성중분깃을받

으려고예루살렘을떠나그리로가려하여 13베냐민

문에이른즉하나냐의손자요셀레먀의아들인이리야

라이름하는문지기의두목이선지자예레미야를붙잡

아가로되네가갈대아인에게항복하려하는도다 14예

레미야가가로되망령되다나는갈대아인에게항복하

여하지아니하노라이리야가듣지아니하고예레미야

를잡아방백들에게로끌어가매 15방백들이노하여

예레미야를때려서서기관요나단의집에가두었으니

이는그들이이집으로옥을삼았음이더라 16예레미야

가토굴옥음실에들어간지여러날만에 17시드기야

왕이보내어그를이끌어내고왕궁에서그에게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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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물어가로되여호와께로서받은말씀이있느뇨예

레미야가대답하되있나이다또가로되왕이바벨론

왕의손에붙임을입으리이다 18예레미야가다시시드

기야왕에게이르되내가왕에게나왕의신하에게나

이백성에게무슨죄를범하였관대나를옥에가두었

나이까 19바벨론왕이와서왕과이땅을치지아니하

리라고예언한왕의선지자들이이제어디있나이까 20

내주왕이여이제청컨대나를들으시며나의탄원을

받으사나를서기관요나단의집으로돌려보내지마

옵소서내가거기서죽을까두려워하나이다 21이에시

드기야왕이명하여예레미야를시위대뜰에두고떡

만드는자의거리에서매일떡한덩이씩그에게주게

하매성중에떡이다할때까지이르니라예레미야가

시위대뜰에머무니라

38맛단의아들스바댜와바스훌의아들그다랴와셀

레먀의아들유갈과밀기야의아들바스훌이예레미야

의모든백성에게이르는말을들은즉이르기를 2여호

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이성에머무는자는칼과

기근과염병에죽으리라그러나갈대아인에게항복하

는자는살리니그의생명이노략물을얻음같이살리

라 3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이성이반드시바

벨론왕의군대의손에붙이우리니그가취하리라하

셨다하는지라 4이에그방백들이왕께고하되이사

람이백성의평안을구치아니하고해를구하오니청

컨대이사람을죽이소서그가이같이말하여이성에

남은군사의손과모든백성의손을약하게하나이다 5

시드기야왕이가로되보라그가너희손에있느니라

왕은조금도너희를거스릴수없느니라 6그들이예레

미야를취하여시위대뜰에있는왕의아들말기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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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덩이에던져넣을때에예레미야를줄로달아내리웠

는데그구덩이에는물이없고진흙뿐이므로예레미야

가진흙중에빠졌더라 7왕궁환관구스인에벳멜렉이

그들의예레미야를구덩이에던져넣었음을들으니라

때에왕이베냐민문에앉았더니 8에벳멜렉이왕궁에

서나와왕께고하여가로되 9내주왕이여저사람들

이선지자예레미야에게행한모든일은악하니이다

성중에떡이떨어졌거늘그들이그를구덩이에던져

넣었으니그가거기서주려죽으리이다 10왕이구스인

에벳멜렉에게명하여가로되너는여기서삼십명을

데리고가서선지자예레미야의죽기전에그를구덩

이에서끌어내라 11에벳멜렉이사람들을데리고왕궁

곳간밑방에들어가서거기서헝겊과낡은옷을취하

고그것을구덩이에있는예레미야에게줄로내리우며

12구스인에벳멜렉이예레미야에게이르되너는이헝

겊과낡은옷을네겨드랑이에대고줄을그아래대라

예레미야가그대로하매 13그들이줄로예레미야를구

덩이에서끌어낸지라예레미야가시위대뜰에머무니

라 14시드기야왕이보내어선지자예레미야를여호와

의집제삼문으로데려오게하고왕이예레미야에게

이르되내가네게한일을물으리니일호도내게숨기

지말라 15예레미야가시드기야에게이르되내가이

일을왕에게아시게하여도왕이단정코나를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가령내가왕을권한다할지라도왕이

듣지아니하시리이다 16시드기야왕이비밀히예레미

야에게맹세하여가로되우리에게이영혼을지으신

여호와께서사시거니와내가너를죽이지도아니하겠

고네생명을찾는그사람들의손에붙이지도아니하

리라 17예레미야가시드기야에게이르되만군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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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신이스라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

되네가만일바벨론왕의방백들에게항복하면네생

명이살겠고이성이불사름을입지아니하겠고너와

네가족이살려니와 18네가만일나가서바벨론왕의

방백들에게항복하지아니하면이성이갈대아인의손

에붙이우리니그들이이성을불사를것이며너는그

들의손을벗어나지못하리라하셨나이다 19시드기야

왕이예레미야에게이르되나는갈대아인에게항복한

유다인을두려워하노라염려컨대갈대아인이나를그

들의손에붙이면그들이나를조롱할까하노라 20예

레미야가가로되그무리가왕을그들에게붙이지아

니하리이다원하옵나니내가왕에게고한바여호와의

목소리를청종하소서그리하면왕이복을받아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그러나만일항복하기를거절하시

면여호와께서내게보이신말씀대로되리이다 22곧

유다왕궁에남아있는모든여자가바벨론왕의방백

들에게로끌려갈것이요그들은네게말하기를네친

구들이너를꾀어이기고네발이진흙에빠짐을보고

물러갔도다하리라 23네아내들과자녀는갈대아인에

게로끌어냄을입겠고너는그들의손에서벗어나지

못하고바벨론왕의손에잡히리라또네가이성으로

불사름을입게하리라하셨나이다 24시드기야가예레

미야에게이르되너는이말을사람으로알게하지말

라그리하면네가죽지아니하리라 25만일방백들이

내가너와말하였다함을듣고와서네게말하기를네

가왕에게말씀한것을우리에게고하라우리에게숨

기지말라그리하면우리가너를죽이지아니하리라

또왕이네게말씀한것을고하라하거든 26그들에게

대답하되내가왕의앞에간구하기를나를요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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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도로보내지말아서거기서죽지않게하옵소

서하였다하라하니라 27모든방백이예레미야에게

와서울으매그가왕의명한모든말대로대답하였으

므로일이탄로치아니하였고그들은더불어말하기를

그쳤더라 28예레미야가예루살렘이함락되는날까지

시위대뜰에머물렀더라

39유다왕시드기야의구년시월에바벨론왕느부갓

네살과그모든군대가와서예루살렘을에워싸고치

더니 2시드기야의제십일년사월구일에성이함락

되니라예루살렘이함락되매 3바벨론왕의모든방백

이이르러중문에앉으니곧네르갈사레셀과삼갈르보

와환관장살스김과박사장네르갈사레셀과바벨론왕

의기타모든방백들이었더라 4유다왕시드기야와모

든군사가그들을보고도망하되밤에왕의동산길로

좇아두담샛문을통하여성읍을벗어나서아라바로

갔더니 5갈대아인의군대가그들을따라여리고평원

에서시드기야에게미쳐그를잡아서데리고하맛땅

립나에있는바벨론왕느부갓네살에게로올라가매왕

이그를심문하였더라 6바벨론왕이립나에서시드기

야의목전에서그아들들을죽였고왕이또유다의모

든귀인을죽였으며 7왕이또시드기야의눈을빼게하

고바벨론으로옮기려하여사슬로결박하였더라 8갈

대아인들이왕궁과백성의집을불사르며예루살렘성

벽을헐었고 9시위대장느부사라단이성중에남아있

는백성과자기에게항복한자와그외의남은백성을

바벨론으로잡아옮겼으며 10시위대장느부사라단이

아무소유가없는빈민을유다땅에남겨두고그날에

포도원과밭을그들에게주었더라 11바벨론왕느부갓

네살이예레미야에대하여시위대장느부사라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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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가로되 12그를데려다가선대하고해하지말며

그가네게말하는대로행하라 13이에시위대장느부

사라단과환관장느부사스반과박사장네르갈사레셀

과바벨론왕의모든장관이 14보내어예레미야를시

위대뜰에서취하여내어사반의손자아히감의아들

그다랴에게붙여서그를집으로데려가게하매그가

백성중에거하니라 15예레미야가시위대뜰에갇혔을

때에여호와의말씀이그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16너

는가서구스인에벳멜렉에게말하기를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하나님의말씀에내가이성에재앙을내

리고복을내리지아니하리라한나의말이그날에네

목전에이루리라 17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그날

에너를구원하리니네가그두려워하는사람들의손

에붙이우지아니하리라 18내가단정코너를구원할

것인즉네가칼에죽지아니하고네생명이노략물을

얻음같이되리니이는네가나를신뢰함이니라여호와

의말이니라

40시위대장느부사라단이예루살렘과유다포로를

바벨론으로옮기는중에예레미야도잡혀사슬로결박

되어가다가라마에서해방된후에말씀이여호와께로

서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 2시위대장이예레미야를

불러다가이르되네하나님여호와께서이곳에재앙

을선포하시더니 3여호와께서그말씀하신대로행하

셨으니이는너희가여호와께범죄하고그목소리를

청종치아니하였으므로이일이너희에게임한것이니

라 4보라내가오늘네손의사슬을풀어너를해방하

노니만일네가나와함께바벨론으로가는것을선히

여기거든오라내가너를선대하리라만일나와함께

바벨론으로가는것을좋지않게여기거든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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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온땅이네앞에있나니네가선히여기는대로가

하게여기는곳으로갈지니라 5예레미야가아직돌이

키기전에그가다시이르되너는바벨론왕이유다성

읍들의총독으로세우신사반의손자아히감의아들들

그다랴에게로돌아가서그와함께백성중에거하거나

너의가하게여기는곳으로가거나할지니라하고그

시위대장이그에게양식과선물을주어보내매 6예레

미야가미스바로가서아히감의아들그다랴에게로나

아가서그땅에남아있는백성중에서그와함께거하

니라 7들에있는군대장관들과그들의사람들이바벨

론왕이아히감의아들그다랴를이땅총독으로세우

고남녀와유아와바벨론으로옮기지아니한빈민을

그에게위임하였다함을듣고 8그들곧느다냐의아들

이스마엘과가레아의두아들요하난과요나단과단후

멧의아들스라야와느도바사람에배의아들들과마

아가사람의아들여사냐와그들의사람들이미스바로

가서그다랴에게이르니 9사반의손자아히감의아들

그다랴가그들과그들의사람들에게맹세하며가로되

너희는갈대아인섬기기를두려워하지말고이땅에

거하여바벨론왕을섬기라그리하면너희에게유익하

리라 10나는미스바에거하여우리에게로오는갈대아

인을섬기리니너희는포도주와여름실과와기름을

모아그릇에저축하고너희의얻은성읍들에거하라

하니라 11모압과암몬자손중과에돔과모든지방에

있는유다인도바벨론왕이유다에사람을남겨둔것

과사반의손자아히감의아들그다랴를그들의위에

세웠다함을듣고 12그모든유다인이쫓겨났던각처

에서돌아와유다땅미스바그다랴에게이르러포도

주와여름실과를심히많이모으니라 13가레아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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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요하난과들에있던군대장관들이미스바그다랴에

게이르러 14그에게이르되암몬자손의왕바알리스

가네생명을취하려하여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을

보낸줄네가아느냐하되아히감의아들그다랴가믿

지아니한지라 15가레아의아들요하난이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비밀히말하여가로되청하노니나로가서

사람이모르게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을죽이게하라

어찌하여그로네생명을취케하여네게모인모든유

다인으로흩어지며유다의남은자로멸망을당케하

랴 16그러나아히감의아들그다랴가가레아의아들

요하난에게이르되네가이일을행치말것이니라너

의이스마엘에대한말은진정이아니니라하니라

41칠월에왕의종친엘리사마의손자느다냐의아들

왕의장관이스마엘이열사람과함께미스바로가서

아히감의아들그다랴에게이르러미스바에서함께떡

을먹다가 2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과그와함께한

열사람이일어나서바벨론왕의그땅총독으로세운

바사반의손자아히감의아들그다랴를칼로쳐죽였

고 3이스마엘이또미스바에서그다랴와함께한모든

유다인과거기있는갈대아군사를죽였더라 4그가그

다랴를죽인지이틀이되었어도이를아는사람이없

었더라 5때에사람팔십명이그수염을깎고옷을찢

고몸을상하고손에소제물과유향을가지고세겜과

실로와사마리아에서부터와서여호와의집으로나아

가려한지라 6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이그들을영접

하러미스바에서나와서울며행하다가그들을만나

아히감의아들그다랴에게로가자하여 7그들이성중

앙에이를때에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이자기와함

께한사람들로더불어그들을죽여구덩이에던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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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8그중에열사람은이스마엘에게이르기를우리가

밀과보리와기름과꿀을밭에감추었으니우리를죽

이지말라하였으므로그가그치고그들을그형제와

함께죽이지아니하였더라 9이스마엘이그다랴에게

속한사람들을죽이고그시체를던진구덩이는아사

왕이이스라엘왕바아사를두려워하여팠던것이라

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이그죽인시체로거기채우

고 10미스바에남아있는왕의딸들과모든백성곧시

위대장느부사라단이아히감의아들그다랴에게위임

하였던바미스바에남아있는모든백성을사로잡되

곧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이그들을사로잡고암몬

자손에게로가려하여떠나니라 11가레아의아들요하

난과그와함께있는모든군대장관이느다냐의아들

이스마엘의행한모든악을듣고 12모든사람을데리

고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과싸우러가다가기브온

큰물가에서그를만나매 13이스마엘과함께있던모

든백성이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그와함께한모든

군대장관을보고기뻐한지라 14이에미스바에서이스

마엘에게포로되었던그모든백성이돌이켜가레아의

아들요하난에게로돌아가니 15느다냐의아들이스마

엘이여덟사람과함께요하난을피하여암몬자손에

게로가니라 16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그와함께하는

모든군대장관이느다냐의아들이스마엘이아히감의

아들그다랴를죽이고미스바에서잡아간모든남은

백성곧군사와여인과유아와환관을기브온에서빼

앗아가지고돌아와서 17애굽으로가려하여떠나베

들레헴근처에있는게롯김함에머무렀으니 18이는느

다냐의아들이스마엘이바벨론왕의그땅총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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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아히감의아들그다랴을죽였으므로그들이갈대

아인을두려워함이었더라

42이에모든군대의장관과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

호사야의아들여사냐와백성의작은자로부터큰자

까지다나아와 2선지자예레미야에게이르되당신은

우리의간구를들으시고이남아있는모든자를위하

여당신의하나님여호와께기도하소서당신이목도하

시거니와우리는많은중에서조금만남았사오니 3당

신의하나님여호와께서우리의마땅히갈길과할일

을보이시기를원하나이다 4선지자예레미야가그들

에게이르되내가너희말을들었은즉너희말대로너

희하나님여호와께기도하고무릇여호와께서너희에

게응답하시는것을숨김이없이너희에게고하리라 5

그들이예레미야에게이르되우리가당신의하나님여

호와께서당신을보내사우리에게이르시는모든말씀

대로행하리이다여호와는우리중에진실무망한증

인이되시옵소서 6우리가당신을우리하나님여호와

께보냄은그의목소리가우리에게좋고좋지아니함

을물론하고청종하려함이라우리가우리하나님여

호와의목소리를청종하면우리에게복이있으리이다

7십일후에여호와의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니 8

그가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그와함께있는모든군

대장관과백성의작은자로부터큰자까지다부르고 9

그들에게이르되너희가나를보내어너희의간구를

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드리게하지아니하였느

냐그가가라사대 10너희가이땅에여전히거하면내

가너희를세우고헐지아니하며너희를심고뽑지아

니하리니이는내가너희에게내린재앙에대하여뜻

을돌이킴이니라 11나여호와가말하노라너희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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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는바벨론왕을두려워말라내가너희와함께

하여너희를구원하며그의손에서너희를건지리니

두려워말라 12내가너희를긍휼히여기리니그로도

너희를긍휼히여기게하여너희를너희본향으로돌

려보내게하리라하셨느니라 13그러나만일너희가

너희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순복지아니하고말하기

를우리는이땅에거하지아니하리라하며 14또말하

기를우리는전쟁도보이지아니하며나팔소리도들리

지아니하며식물의핍절도당치아니하는애굽땅으

로결단코들어가거하리라하면잘못되리라 15너희

유다의남은자여, 이제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만군

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너

희가만일애굽에들어가서거기거하기로고집하면

16너희의두려워하는칼이애굽땅으로따라가서너희

에게미칠것이요너희의두려워하는기근이애굽으로

급히따라가서너희에게임하리니너희가거기서죽을

것이라 17무릇애굽으로들어가서거기우거하기로고

집하는모든사람은이같이되리니곧칼과기근과염

병에죽을것인즉내가그들에게내리는재앙을벗어

나서남을자없으리라 18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나의노와분을예루살렘

거민에게부은것같이너희가애굽에이른때에나의

분을너희에게부으리니너희가가증함과놀램과저주

와치욕거리가될것이라너희가다시는이땅을보지

못하리라하시도다 19유다의남은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일로하신말씀에너희는애굽으로가지말라하

셨고나도오늘날너희에게경계한것을너희는분명

히알라 20너희가나를너희하나님여호와께보내며

이르기를우리를위하여우리하나님여호와께기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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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에게

고하라우리가이를행하리라하여너희마음을속였

느니라 21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나를보내사너희에

게명하신말씀을내가오늘날너희에게고하였어도

너희가그목소리를도무지순종치아니하였은즉 22너

희가가서우거하려하는곳에서칼과기근과염병에

죽을줄분명히알지니라

43예레미야가모든백성에게그들의하나님여호와

의말씀곧그들의하나님여호와께서자기를보내사

그들에게이르게하신이모든말씀을다말하매 2호

사야의아들아사랴와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및모

든교만한자가예레미야에게말하여가로되네가거

짓을말하는도다우리하나님여호와께서는너희는애

굽에거하려고그리로가지말라고너를보내어말하

게하지아니하셨느니라 3이는네리야의아들바룩이

너를꼬드겨서우리를대적하여갈대아인의손에붙여

죽이며바벨론으로잡아가게하려함이니라하고 4이

에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모든군대장관과모든백

성이유다땅에거하라하시는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

치아니하고 5가레아의아들요하난과모든군대장관

이유다의남은자곧쫓겨났던열방중에서유다땅에

거하려하여돌아온자 6곧남자와여자와유아와왕의

딸들과시위대장느부사라단이사반의손자아히감의

아들그다랴에게넘겨둔모든사람과선지자예레미

야와네리야의아들바룩을영솔하고 7애굽땅에들어

가다바네스에이르렀으니그들이여호와의목소리를

청종치아니함이이러하였더라 8다바네스에서여호

와의말씀이예레미야에게임하여가라사대 9너는유

다사람의목전에서네손으로큰돌들을가져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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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스바로의집어귀의벽돌깔린곳에진흙으로감

추고 10그들에게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내가내종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을불러오리니그가그보좌를내가감

추게한이돌위에두고또그화려한장막을그위에

치리라 11그가와서애굽땅을치고죽일자는죽이고

사로잡을자는사로잡고칼로칠자는칼로칠것이라

12내가애굽신들의집에불을놓을것인즉느부갓네

살이그들을불사르며그들을사로잡을것이요목자가

그몸에옷을두름같이애굽땅을자기몸에두르고평

안히그곳을떠날것이며 13그가또애굽땅벧세메스

의주상들을깨뜨리고애굽신들의집을불사르리라

하셨다할지니라

44애굽땅에거하는모든유다인곧믹돌과다바네스

와놉과바드로스지방에거하는자에대하여말씀이

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만군의여호와이

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너희가예루살렘

과유다모든성읍에내린나의모든재앙을보았느니

라보라오늘날그것들이황무지가되었고거하는사

람이없나니 3이는그들이자기나너희나너희열조의

알지못하는다른신들에게나아가분향하여섬겨서

나의노를격동한악행을인함이라 4내가나의모든

종선지자들을그들에게보내되부지런히보내어이르

기를너희는나의미워하는이가증한일을행치말라

하였어도 5그들이듣지아니하며귀를기울이지아니

하고다를신들에게여전히분향하여그악에서돌이

키지아니하였으므로 6나의분과나의노를쏟아서유

다성읍들과예루살렘거리를살랐더니그것들이오늘

과같이황폐하고적막하였느니라 7나만군의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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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너희가

어찌하여큰악을행하여자기영혼을해하며유다중

에서너희의남자와여자와아이와젖먹는자를멸절

하여하나도남기지않게하려느냐 8어찌하여너희가

너희손의소위로나의노를격동하여너희의가서우

거하는애굽땅에서다른신들에게분향함으로끊어버

림을당하여세계열방중에서저주와모욕거리가되

고자하느냐 9너희가유다땅과예루살렘거리에서행

한너희열조의악과유다왕들의악과왕비들의악과

너희의악과너희아내들의악을잊었느냐 10그들이

오늘까지겸비치아니하며두려워하지도아니하고내

가너희와너희열조앞에세운나의법과나의율례를

준행치아니하느니라 11그러므로나만군의여호와이

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보라내가얼굴을

너희에게로향하여재앙을내리고온유다를끊어버

릴것이며 12내가또애굽땅에우거하기로고집하고

그리로들어간유다의남은자들을취하리니그들이

다멸망하여애굽땅에서엎드러질것이라그들이칼

과기근에망하되작은자로부터큰자까지칼과기근

에죽어서가증함과놀램과저주와모욕거리가되리라

13내가예루살렘을벌한것같이애굽땅에거하는자

들을칼과기근과염병으로벌하리니 14애굽땅에들

어가서거기우거하는유다의남은자중에피하거나

남아서그사모하여돌아와서거하려는유다땅에돌

아올자가없을것이라도피하는자들외에는돌아올

자가없으리라하셨느니라 15때에자기아내들이다른

신들에게분향하는줄을아는모든남자와곁에섰던

모든여인곧애굽땅바드로스에거하는모든백성의

큰무리가예레미야에게대답하여가로되 16네가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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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이름으로우리에게하는말을우리가듣지아니

하고 17우리입에서낸모든말을정녕히실행하여우

리의본래하던것곧우리와우리선조와우리왕들과

우리방백들이유다성읍들과예루살렘거리에서하던

대로하늘여신에게분향하고그앞에전제를드리리

라대저그때에는우리가식물이풍부하며복을받고

재앙을만나지아니하였더니 18우리가하늘여신에게

분향하고그앞에전제드리던것을폐한후부터는모

든것이핍절하고칼과기근에멸망을당하였느니라

하며 19여인들은가로되우리가하늘여신에게분향하

고그앞에전제를드릴때에어찌우리남편의허락이

없이그에게경배하는과자를만들어놓고전제를드

렸느냐 20예레미야가남녀모든무리곧이말로대답

하는모든백성에게일러가로되 21너희가너희선조

와너희왕들과방백들과유다땅백성이유다성읍들

과예루살렘거리들에서분향한일을여호와께서기억

지아니하셨느냐생각지아니하셨느냐 22여호와께서

너희악행과가증한소위를더참으실수없으셨으므

로너희땅이오늘과같이황무하며놀램과저주거리

가되어거민이없게되었나니 23너희가분향하여여

호와께범죄하였으며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치아니

하고여호와의법과율례와증거대로행치아니하였으

므로이재앙이오늘과같이너희에게미쳤느니라 24

예레미야가다시모든백성과모든여인에게말하되

애굽땅에서사는모든유다여여호와의말씀을들으

라 25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씀

하시되너희와너희아내들이입으로말하고손으로

이루려하여이르기를우리가서원한대로반드시이

행하여하늘여신에게분향하고전제를드리리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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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즉너희서원을성립하며너희서원을이행하라하

시느니라 26그러므로애굽땅에서사는모든유다여

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내가

나의큰이름으로맹세하였은즉애굽온땅에거하는

유다사람들의입에서다시는내이름을일컬어서주

여호와의사심으로맹세하노라하는자가없게되리라

27보라내가경성하여그들에게재앙을내리고복을

내리지아니하리니애굽땅에있는유다모든사람이

칼과기근에망하여멸절되리라 28그런즉칼을피한

소수의사람이애굽땅에서나와유다땅으로돌아오

리니애굽땅에들어가서거기우거하는유다의모든

남은자가내말이성립되었는지,자기들의말이성립

되었는지알리라 29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이곳

에서너희를벌할표징이이것이라내가너희에게재

앙을내리리라한말이단정코성립될것을그것으로

알게하리라 30보라내가유다왕시드기야를그원수

곧그생명을찾는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에붙인

것같이애굽왕바로호브라를그원수들곧그생명을

찾는자들의손에붙이리라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

였느니라하시니라

45유다왕요시야의아들여호야김제사년에네리야

의아들바룩이예레미야의구전대로이모든말을책

에기록하니라때에선지자예레미야가그에게말하여

가로되 2바룩아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네게

이같이말씀하시되 3네가일찍말하기를슬프다여호

와께서나의고통에슬픔을더하셨으니나는나의탄

식으로피곤하여평안치못하다하도다하셨고 4또내

게이르시기를너는그에게이르라여호와께서이같이

말씀하시기를보라나는나의세운것을헐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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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심은것을뽑기도하나니온땅에이러하거늘 5

네가너를위하여대사를경영하느냐그것을경영하지

말라보라내가모든육체에게재앙을내리리라그러

나너의가는모든곳에서는내가너로생명얻기를노

략물을얻는것같게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느

니라

46열국에대하여선지자예레미야에게임한여호와

의말씀이라 2애굽을논한것이니곧유다왕요시야

의아들여호야김제사년에유브라데하숫가갈그미

스에서바벨론왕느부갓네살에게패한애굽왕바로

느고의군대에대한말씀이라 3너희는큰방패,작은

방패를예비하고나가서싸우라 4너희기병이여, 말에

안장을지워타며투구를쓰고나서며창을갈며갑옷

을입으라 5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본즉그들이놀

라물러가며그들의용사는패하여급히도망하며뒤

를돌아보지아니함은어찜인고두려움이그들의사방

에있음이로다하셨나니 6발이빠른자도도망하지못

하며용맹이있는자도피하지못하고그들이다북방

에서유브라데하숫가에넘어지며엎드러지는도다 7

저나일의창일함과강물의흉용함같은자누구뇨 8

애굽이나일의창일함과강물의흉용함같도다그가

가로되내가일어나땅을덮어성읍들과그거민을멸

할것이라 9말들아달리라병거들아급히동하라용사

여나오라방패잡은구스인과붓인과활을당기는루

딤인이여나올지니라하거니와 10그날은주만군의여

호와께서그대적에게원수갚는보수일이라칼이배

부르게삼키며그들의피를가득히마시리니주만군

의여호와께서북편유브라데하숫가에서희생을내실

것임이로다 11처녀딸애굽이여길르앗으로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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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을취하라네가많은의약을쓸지라도무효하여

낫지못하리라 12네수치가열방에들렸고네부르짖

음은땅에가득하였나니용사가용사에게부딪쳐둘이

함께엎드러졌음이니라 13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와

서애굽땅을칠일에대하여선지자예레미야에게이

르신여호와의말씀이라 14너희는애굽에선포하며믹

돌과놉과다바네스에선포하여말하기를너희는굳게

서서예비하라네사방이칼에삼키웠느니라 15너희

장사들이쓰러짐은어찜이뇨그들의서지못함은여호

와께서그들을몰아내신연고니라 16그가많은자로

넘어지게하시매사람이사람위에엎드러지며이르되

일어나라우리가포악한칼을피하여우리민족에게로

우리고토로돌아가자하며 17거기서부르짖기를애굽

왕바로가망하였도다그가시기를잃었도다 18만군의

여호와라일컫는왕이가라사대나의삶으로맹세하노

니그가과연산들중의다볼같이, 해변의갈멜같이오

리라 19애굽에사는딸이여, 너는너를위하여포로의

행리를준비하라놉이황무하며불에타서거민이없

을것임이니라 20애굽은심히아름다운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멸망이이르렀고이르렀느니라 21또그중

의고용군은외양간의송아지같아서돌이켜함께도

망하고서지못하였나니재난의날이이르렀고벌받

는때가왔음이라 22애굽의소리가뱀의소리같으리

니이는그들의군대가벌목하는자같이도끼를가지

고올것임이니라 23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들이황

충보다많고계수할수없으므로조사할수없는그의

수풀을찍을것이라 24딸애굽이수치를당하여북방

백성의손에붙임을입으리로다 25나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하나님이말하노라보라,내가노의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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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바로와애굽과애굽신들과왕들곧바로와및그를

의지하는자들을벌할것이라 26내가그들의생명을

찾는자의손곧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과그신하

들의손에붙이리라그럴지라도그후에는그땅이여

전히사람살곳이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27내종

야곱아! 두려워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말라! 보라내

가너를원방에서구원하며네자손을포로된땅에서

구원하리니야곱이돌아와서평안히,정온히거할것

이라그를두렵게할자없으리라 28나여호와가말하

노라내종야곱아! 내가너와함께하나니두려워말라!

내가너를흩었던그열방은다멸할지라도너는아주

멸하지아니하리라내가너를공도로징책할것이요

결코무죄한자로여기지아니하리라

47바로가가사를치기전에블레셋사람에대하여선

지자예레미야에게임한여호와의말씀이라 2여호와

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물이북방에서일어나

창일하는시내를이루어그땅과그중에있는모든것

과그성읍과거기거하는자들을엄몰시키리니사람

들이부르짖으며그땅모든거민이애곡할것이라 3

힘센것의굽치는소리와달리는병거바퀴의울리는

소리에아비의손이풀려서그자녀를돌아보지못하

리니 4이는블레셋사람을진멸하시며두로와시돈에

남아있는바도와줄자를다끊어버리시는날이이름

이라여호와께서갑돌섬에남아있는블레셋사람을

멸하시리라 5가사가삭발되었고아스글론과그들에

게남아있는평지가멸망되었나니네가네몸베기를

어느때까지하겠느냐? 6여호와의칼이여, 네가언제

까지쉬지않겠느냐?네집에들어가서가만히쉴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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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여호와께서이를명하셨은즉어떻게쉬겠느냐아

스글론과해변을치려하여그가명정하셨느니라

48모압에대한말씀이라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슬프다느보여,그것이

황폐되었도다기랴다임이수치를당하여점령되었고

미스갑이수치를당하여파괴되었으니 2모압의칭송

이없어졌도다헤스본에서무리가그를모해하여이르

기를와서그를끊어서나라를이루지못하게하자하

는도다맛멘이여, 너도적막하게되리니칼이너를따

르리로다 3호로나임에서부르짖는소리여, 황무와큰

파멸이로다 4모압이멸망을당하여그영아들의부르

짖음이들리는도다 5그들이울고울며루힛언덕으로

올라감이여, 호로나임내려가는데서참패를부르짖는

고통이들리도다 6도망하여네생명을구원하여광야

의떨기나무같이될지어다 7네가네공작과보물을의

뢰하므로너도취함을당할것이요그모스는그제사

장들과방백들과함께포로되어갈것이라 8파멸하는

자가각성에이를것인즉한성도면치못할것이며골

짜기는훼파되며평원은파멸되어여호와의말씀과같

으리로다 9모압에날개를주어날아피하게하라그

성읍들이황무하여거기거하는자없으리로다 10여호

와의일을태만히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요자기

칼을금하여피를흘리지아니하는자도저주를당할

것이로다 11모압은예로부터평안하고포로도되지아

니하였으므로마치술의그찌끼위에있고이그릇에

서, 저그릇으로옮기지않음같아서그맛이남아있고

냄새가변치아니하였도다 12그러므로나여호와가말

하노라날이이르리니내가그그릇을기울일자를보

낼것이라그들이기울여서그그릇을비게하고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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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부수리니 13이스라엘집이벧엘을의뢰하므로수

치를당한것같이모압이그모스로인하여수치를당

하리로다 14너희가어찌하여말하기를우리는용사요,

전쟁의맹사라하느뇨 15만군의여호와라일컫는왕이

이같이말하노라모압이황폐되었도다그성읍들은연

기가되어올라가고그택한청년들은내려가서살륙

을당하니 16모압의재난이가까왔고그고난이속히

임하리로다 17그의사면에있는모든자여, 그이름을

아는모든자여, 그를위하여탄식하여말하기를어찌

하여강한막대기,아름다운지팡이가부러졌는고할

지니라 18디본에거하는딸아! 네영광자리에서내려

메마른데앉으라모압을파멸하는자가올라와서너를

쳐서네요새를파하였음이로다 19아로엘에거하는여

인이여, 길곁에서서지키며도망하는자와피하는자

에게일이어찌되었는가물을지어다 20모압이패하여

수치를받나니너희는곡하며부르짖으며아르논가에

서이르기를모압이황무하였다할지어다 21심판이평

지에임하였나니곧홀론과야사와메바앗과 22디본과

느보와벧디불라다임과 23기랴다임과벧가물과벧므

온과 24그리욧과보스라와모압땅원근모든성에로

다 25모압의뿔이찍혔고그팔이부러졌도다여호와

의말이니라 26모압으로취하게할지어다이는그가

나여호와를거스려자만함이라그가그토한것에서

굴므로조롱거리가되리로다 27네가이스라엘을조롱

하지아니하였느냐그가도적중에서발견되었느냐네

가그를말할때마다네머리를흔드는도다 28모압거

민들아! 너희는성읍을떠나바위사이에거할지어다

깊은골짜기어귀에깃들이는비둘기같이할지어다 29

우리가모압의교만을들었나니심한교만곧그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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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만과자긍과그마음의거만이로다 30나여호와

가말하노라내가그노함의허탄함을아노니그가자

긍하여도아무것도성취치못하였도다 31그러므로내

가모압을위하여울며온모압을위하여부르짖으리

니무리가길헤레스사람을위하여슬퍼하리로다 32십

마의포도나무여, 너의가지가바다를넘어야셀바다

까지뻗었더니너의여름실과와포도에파멸하는자

가이르렀으니내가너를위하여곡하기를야셀의곡

함보다더하리로다 33기쁨과즐거움이옥토와모압땅

에서빼앗겼도다내가포도주틀에포도주가없게하

리니외치며밟는자가없을것이라그외침은즐거운

외침이되지못하리로다 34헤스본에서엘르알레를지

나야하스까지와소알에서호로나임을지나에글랏셀

리시야까지의사람들이소리를발하여부르짖음은니

므림의물도말랐음이로다 35나여호와가말하노라모

압산당에서제사하며그신들에게분향하는자를내

가그치게하리라 36그러므로나의마음이모압을위

하여피리같이소리하며나의마음이길헤레스사람들

을위하여피리같이소리하나니이는그모았던재물

이없어졌음이니라 37각사람의두발이밀렸고수염이

깍였으며손이베어졌으며허리에굵은베가둘렸고

38모압의모든지붕에서와거리각처에서애곡함이있

으니내가모압을재미없는그릇같이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말이니라 39아하! 모압이파괴되었도다그들

이애곡하는도다모압이부끄러워서등을돌이켰도다

그런즉모압이그사방모든자의조롱거리와두려움

이되리로다 40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보라, 그

가독수리같이날아와서모압위에그날개를펴리라

41성읍들이취함을당하며요새가함락되는날에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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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의마음이구로하는여인같을것이라 42모압이

여호와를거스려자만하였으므로멸망하고다시나라

를이루지못하리로다 43나여호와가말하노라모압

거민아! 두려움과함정과올무가네게임하나니 44두

려움에서도망하는자는함정에떨어지겠고함정에서

나오는자는올무에걸리리니이는내가모압의벌받

을해로임하게할것임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45

도망하는자들이기진하여헤스본그늘아래서니이

는불이헤스본에서발하며화염이시혼의속에서나

서모압의살쩍과훤화하는자들의정수리를사름이로

다 46모압이여, 네게화있도다그모스백성이망하였

도다네아들들은사로잡혀갔고네딸들은포로가되

었도다 47그러나내가말일에모압의포로로돌아오게

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하시니라모압을심판하는

말씀이이에그쳤느니라

49암몬자손에대한말씀이라여호와께서이같이말

씀하시되이스라엘이무자하냐상속자가없느냐말감

이갓을점령하며그백성이그성읍들에거함은어찜

이뇨 2그러므로나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날이이

르리니내가전쟁소리에암몬자손의랍바에들리게

할것이라랍바는거친무더기가되겠고그촌락들은

불에탈것이며그때에이스라엘은자기를점령하였

던자를점령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3헤스본아! 애

곡할지어다아이가황폐하였도다너희랍바의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굵은베를감고애통하며울타리가운

데서앞뒤로달릴지어다말감과그제사장들과그방

백들이다사로잡혀가리로다 4타락한딸아! 어찌하

여골짜기곧네흐르는골짜기로자랑하느냐네가어

찌하여재물을의뢰하여말하기를누가내게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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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 5주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보라,내가두

려움을네사방에서네게오게하리니너희각사람이

쫓겨서바로나갈것이요도망하는자들을모을자가

없으리라 6그러나그후에내가암몬자손의포로로

돌아오게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하시니라 7에돔

에대한말씀이라만군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

되데만에다시는지혜가없게되었느냐명철한자에

게모략이끊어졌느냐그들의지혜가없어졌느냐 8드

단거민아! 돌이켜도망할지어다깊은데숨을지어다

내가에서의재난을그에게임하게하여그를벌할때

가이르게하리로다 9포도를거두는자들이네게이르

면약간의열매도남기지아니하겠고밤에도적이오

면그욕심이차기까지멸하느니라 10대저내가에서

로적신이되게하여그비밀한곳들이드러나게하였

나니그가그몸을숨길수없을것이라그자손과형제

와이웃이멸망하였은즉그가없어졌느니라 11네고아

들을남겨두라내가그들을살려두리라네과부들은

나를의지할것이니라 12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

보라, 이잔을마시지않을자도마시지않지못하겠거

늘네가형벌을온전히면하겠느냐면하지못하고반

드시마시리라 13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로맹

세하노니보스라가놀램과저줏거리가될것이요그

모든성읍이영영히황폐하리라 14내가여호와에게서

부터오는소식을들었노라사자를열방중에보내어

이르시되너희는모여와서그를치며일어나서싸우라

하시도다 15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너를열방중에

작게하였고사람들중에멸시를받게하였느니라 16

바위틈에거하며산꼭대기를점령한자여, 스스로두

려운자인줄로여김과네마음의교만이너를속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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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네가독수리같이보금자리를높이지었을지라도내

가거기서너를끌어내리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7

에돔이놀라운것이되리니그리로지나는자마다놀

라며그모든재앙을인하여비웃으리로다 18나여호

와가말하노라소돔과고모라와그이웃성읍들의멸

망된것같이거기거하는사람이없으며그중에우거

할아무인자가없으리라 19보라, 사자가요단의수풀

에서올라오는것같이그가와서견고한처소를칠것

이라내가즉시그들을거기서쫓아내고택한자를내

가그위에세우리니나와같은자누구며나로더불어

다툴자누구며내앞에설목자가누구뇨 20그런즉에

돔에대한나여호와의도모와데만거민에대하여경

영한나여호와의뜻을들으라양떼의어린것들을그

들이반드시끌어가고그처소로황무케하리니 21그

넘어지는소리에땅이진동하며그부르짖는소리는

홍해에들리리라 22보라,원수가독수리같이날아와서

그날개를보스라위에펴는그날에에돔용사의마음

이구로하는여인같으리라 23다메섹에대한말씀이라

하맛과아르밧이수치를당하리니이는흉한소문을

듣고낙담함이라바닷가에슬픔이있고평안이없도다

24다메섹이피곤하여몸을돌이켜달아나려하니떨림

이그를움켰고해산하는여인같이고통과슬픔이그

를잡았도다 25찬송의성읍, 나의즐거운성읍이어찌

버린것이되지않겠느냐? 26나만군의여호와가말하

노라그런즉그날에그의청년들은그거리에엎드러

지겠고모든군사는멸절될것이며 27내가다메섹의

성벽에불을놓으리니벤하닷의궁전이살라지리라 28

바벨론왕느부갓네살에게공격된바게달과하솔나

라들에대한말씀이라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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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일어나게달로올라가서동방자손들을멸하라

29너희는그장막과양떼를취하며휘장과모든기구

와약대를빼앗아다가소유를삼고그들을향하여외

치기를두려움이사방에있다할지니라 30나여호와가

말하노라하솔거민아!도망하라멀리가서깊은데거

하라이는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너를칠모략과너

를칠계책을정하였음이니라 31나여호와가말하노라

너는일어나저평안하고염려없이거하는백성곧성

문이나문빗장이없이홀로거하는국민을치라 32그

들의약대들은노략되겠고그많은가축은탈취를당

할것이라내가그머리털을모지게깍는자들을사면

에흩고그재난을각방에서오게하리라여호와의말

이니라 33하솔은시랑의거처가되어영원히황무하리

니거기거하는사람이나그중에우거하는아무인자

가없게되리라 34유다왕시드기야의즉위한지오래

지아니하여서엘람에대한여호와의말씀이선지자

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35나만군의여호와

가이같이말하노라보라, 내가엘람의힘의으뜸되는

활을꺽을것이요 36하늘의사방에서부터사방바람을

엘람에이르게하여그들을사방으로흩으리니엘람에

서쫓겨난자의이르지아니하는나라가없으리라 37

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엘람으로그원수의앞, 그

생명을찾는자의앞에서놀라게할것이며내가재앙

곧나의진노를그위에내릴것이며내가또그뒤로

칼을보내어그를진멸하기까지할것이라 38내가나

의위를엘람에베풀고왕과족장들을그곳에서멸하

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39그러나끝날에이르러는내

가엘람의포로를돌아오게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

라



예레미야 1483

50여호와께서선지자예레미야로바벨론과갈대아

인의땅에대하여하신말씀이라 2너희는열방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기를세우라! 숨김이없이공포하

여이르라바벨론이함락되고벨이수치를당하며므

로닥이부스러지며그신상들은수치를당하며우상들

은부스러진다하라 3이는한나라가북방에서나와서

그를쳐서그땅으로황폐케하여그중에거하는자가

없게함이라사람이나짐승이다도망하여가느니라 4

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그때에이스라엘자손이

돌아오며그와함께유다자손이돌아오되그들이울

며그길을행하며그하나님여호와께구할것이며 5

그들이그얼굴을시온으로향하여그길을물으며말

하기를너희는오라! 잊어버리지아니할영영한언약

으로여호와와연합하자하리라 6내백성은잃어버린

양떼로다그목자들이그들을곁길로가게하여산으

로돌이키게하였으므로그들이산에서작은산으로

돌아다니며쉴곳을잊었도다 7그들을만나는자들은

그들을삼키며그대적은말하기를그들은여호와곧

의로운처소시며그열조의소망이신여호와께범죄하

였음인즉우리는무죄하다하였느니라 8너희는바벨

론가운데서도망하라갈대아인의땅에서나오라떼에

앞서가는수염소같이하라 9보라, 내가큰연합국으로

북방에서일어나나와서바벨론을치게하리니그들이

항오를벌이고쳐서취할것이라그들의화살은연숙

한용사의화살같아서헛되이돌아오지아니하리로다

10갈대아가약탈을당할것이라그를약탈하는자마다

만족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11나의산업을노략하

는자여, 너희가즐거워하며기뻐하며곡식을가는송

아지같이뛰며힘센말같이울도다 12그러므로너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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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가온전히수치를당하리라너희를낳은자가치

욕을당하리라보라, 그가열방의말째와광야와마른

땅과사막이될것이며 13여호와의진노로인하여거

민이없는온전한황무지가될것이라바벨론으로지

나는자마다그모든재앙을놀라며비웃으리로다 14

바벨론을둘러항오를벌이고활을당기는모든자여,

화살을아끼지말고쏘라그가여호와께범죄하였음이

니라 15그사면에서소리질러칠지어다그가항복하였

고그보장은무너졌고그성벽은훼파되었으니이는

여호와의보수하시는것이라그의행한대로그에게행

하여보수하라 16파종하는자와추수때에낫을잡은

자를바벨론에서끊어버리라사람들이그압박하는칼

을두려워하여각기동족에게로돌아가며고향으로도

망하리라 17이스라엘은흩어진양이라사자들이그를

따르도다처음에는앗수르왕이먹었고다음에는바벨

론왕느부갓네살이그뼈를꺽도다 18그러므로나만

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이이같이말하노라보

라, 내가앗수르왕을벌한것같이바벨론왕과그땅을

벌하고 19이스라엘을다시그목장으로돌아오게하리

니그가갈멜과바산에서먹을것이며그마음이에브

라임과길르앗산에서만족하리라 20나여호와가말하

노라그날그때에는이스라엘의죄악을찾을지라도

없겠고유다의죄를찾을지라도발견치못하리니이는

내가나의남긴자를사할것임이니라 21나여호와가

말하노라너희는올라가서므라다임의땅을치며브곳

의거민을쳐서진멸하되내가너희에게명한대로다

하라 22그땅에싸움의소리와큰파멸의소리가있으

리라 23온세계의방망이가어찌그리꺽여부숴졌는

고바벨론이어찌그리열방중에황무지가되었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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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바벨론아내가너를잡으려고올무를놓았더니네가

깨닫지못하고걸렷고네가나여호와와다투었으므로

만난바되어잡혔도다 25나여호와가그병고를열고

분노의병기를냄은주만군의여호와내가갈대아인

의땅에행할일이있음이라 26먼데있는너희는와서

그를치고그곳간을열고그것을쌓아무더기같게하

라그를진멸하고남기지말라 27그황소를다죽이라

도수장으로내려가게하라그들에게화있도다! 그들

의날, 그벌받는때가이르렀음이로다 28바벨론땅에

서도피한자의소리여, 시온에서우리하나님여호와

의보수하시는것, 그성전의보수하시는것을선포하

는소리로다 29활쏘는자를바벨론에소집하라무릇

활을당기는자여, 그사면으로진을치고쳐서피하는

자가없게하라그일한대로갚고그행한대로그에게

행하라그가이스라엘의거룩한자여호와를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30그러므로그날에청년들이그거

리에엎드러지겠고군사들이멸절되리라여호와의말

이니라 31주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교만한자여,

보라, 내가너를대적하나니네날곧너를벌할때가

이르렀음이라 32교만한자가걸려넘어지겠고그를일

으킬자가없을것이며내가그성읍들에불을놓으리

니그사면에있는것이다살라지리라 33나만군의여

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이스라엘자손과유다자손이

함께학대를받는도다그들을사로잡는자는다그들

을엄히지켜놓아주지아니하거니와 34그들의구속자

는강하니그이름은만군의여호와라결코그들의원

을펴서그땅에평안함을주고바벨론거민으로불안

케하리라 35나여호와가말하노라칼이갈대아인의

위에와바벨론거민의위에와그방백들과지혜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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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위에임하며 36칼이자긍하는자의위에임하리

니그들이어리석게될것이며칼이용사의위에임하

리니그들이놀랄것이며 37칼이그들의말들과병거

들과그들중에있는잡족의위에임하리니그들이부

녀같이될것이며칼이보물위에임하리니그것이노

략될것이요 38가뭄이물위에임하여그것을말리우

리니이는그땅이조각한신상의땅이요그들은우상

에미쳤음이니라 39그러므로사막의들짐승이시랑과

함께거기거하겠고타조도그중에깃들일것이요영

영히거민이없으며대대에거할자가없으리라 40나

여호와가말하노라나하나님이소돔과고모라와그

이웃성읍들을무너지게한것같이거기거하는사람

이없게하며그중에우거하는아무인자가없게하리

라 41보라, 한족속이북방에서오고큰나라와여러왕

이격동을받아땅끝에서오나니 42그들은활과창을

가진자라잔인하여긍휼히여기지아니하며그목소

리는파도가흉용함같도다딸바벨론아!그들이말을

타고무사같이각기항오를벌여너를칠것이라 43바

벨론왕이그소문을듣고손이약하여지며고통에잡

혀해산하는여인의구로함같도다 44보라, 사자가요

단의수풀에서올라오는것같이그가와서견고한처

소를칠것이라내가즉시그들을거기서쫓아내고택

한자를내가그위에세우리니나와같은자누구며나

로더불어다툴자누구며내앞에설목자가누구뇨 45

그런즉바벨론에대한나여호와의도모와갈대아인의

땅에대하여경영한나여호와의뜻을들으라양떼의

어린것들을그들이반드시끌어가고그처소로황무

케하리니 46바벨론의함락하는소리에땅이진동하며

그부르짖음이열방중에들리리라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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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보라,내가멸망시

키는자의마음을일으켜바벨론을치고또나를대적

하는자중에처하는자를치되 2내가타국인을바벨

론에보내어키질하여그땅을비게하리니재앙의날

에그를에워치리로다 3활을당기는자를향하여갑

주를갖추고선자를향하여쏘는자는그활을당길것

이라그청년들을아끼지말며그군대를진멸하라 4

무리가갈대아인의땅에서죽임을당하여엎드러질것

이요그거리에서찔림을당한자가엎드러지리라하

시도다 5대저이스라엘과유다가이스라엘의거룩하

신자를거역하므로죄과가땅에가득하나그하나님

만군의여호와에게버림을입지아니하였나니 6바벨

론가운데서도망하여나와서각기생명을구원하고

그의죄악으로인하여끊침을보지말지어다이는여

호와의보수의때니그에게보복하시리라 7바벨론은

여호와의수중의온세계로취케하는금잔이라열방

이그포도주를마시고인하여미쳤도다 8바벨론이졸

지에넘어져파멸되니이로인하여울라그창상을인

하여유향을구하라혹나으리로다 9우리가바벨론을

치료하려하여도낫지아니한즉버리고각기고토로

돌아가자그화가하늘에미쳤고궁창에달하였음이로

다 10여호와께서우리의를드러내셨으니오라! 시온

에서우리하나님여호와의일을선포하자! 11화살을

갈며방패를굳게잡으라!여호와께서메대왕들의마

음을격발하사바벨론을멸하기로뜻하시나니이는여

호와의보수하시는것곧그성전의보수하시는것이

라 12바벨론성벽을향하여기를세우고튼튼히지키

며파숫군을세우며복병을베풀어방비하라이는여

호와께서바벨론거민에대하여말씀하신대로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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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행하심이로다 13많은물가에거하여재물이많은

자여, 네탐람의한정, 네결국이이르렀도다 14만군의

여호와께서자기로맹세하시되내가진실로사람을황

충같이네게가득히하리니그들이너를향하여소리

를높이리라하시도다 15여호와께서그권능으로땅을

지으셨고그지혜로세계를세우셨고그명철로하늘

들을펴셨으며 16그가목소리를발하신즉하늘에많은

물이생기나니그는땅끝에서구름이오르게하시며

비를위하여번개하게하시며그곳간에서바람을내

시거늘 17사람마다우준하고무식하도다금장색마다

자기의만든신상으로인하여수치를당하나니이는

그부어만든우상은거짓이요그속에생기가없음이

라 18그것들은헛것이요, 망령되이만든것인즉징벌

하시는때에멸망할것이나 19야곱의분깃은이같이

아니하시니그는만물의조성자요이스라엘은그산업

의지파라그이름은만군의여호와시니라 20여호와께

서가라사대너는나의철퇴곧병기라내가너로열방

을파하며너로국가들을멸하며 21내가너로말과그

탄자를부수며, 너로병거와그탄자를부수며, 22너

로남자와여자를부수며, 너로노년과유년을부수며,

너로청년과처녀를부수며, 23너로목자와그양떼를

부수며, 너로농부와그멍엣소를부수며, 너로방백들

과두령들을부수리로다 24그들이너희목전에시온에

서모든악을행한대로내가바벨론과갈대아모든거

민에게갚으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25나여호와가말

하노라온세계를멸한멸망의산아! 보라, 나는네대

적이라나의손을네위에펴서너를바위에서굴리고

너로불탄산이되게할것이니 26사람이네게서집모

퉁이돌이나기촛돌을취하지아니할것이요너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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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히황무지가될것이니라여호와의말이니라 27땅에

기를세우며열방중에나팔을불어서열국을예비시

켜그를치며아라랏과민니와아스그나스나라를불

러모아그를치며대장을세우고그를치되사나운황

충같이그말들을몰아오게하라 28열국곧메대인의

왕들과그방백들과그모든두령과그관할하는모든

땅을예비시켜그를치게하라 29땅이진동하며고통

하나니이는나여호와가바벨론을쳐서그땅으로황

무하여거민이없게할경영이섰음이라 30바벨론의

용사는싸움을그치고그요새에머무르나기력이쇠

하여여인같이되며그거처는불타고그문빗장은부

러졌으며 31보발군이달려만나고사자가달려만나서

바벨론왕에게고하기를그성읍사방이함락되었으며

32모든나루는빼앗겼으며갈밭이불탔으며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하리라 33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

하나님이이같이말씀하시되딸바벨론은때가이른

타작마당과같은지라미구에추수때가이르리라하시

도다 34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나를먹으며나를멸

하며나로빈그릇이되게하며용같이나를삼키며나

의좋은음식으로그배를채우고나를쫓아내었으니

35나와내육체에대한잔학이바벨론에돌아가기를

원한다고시온거민이말할것이요내피흘린죄가갈

대아거민에게로돌아가기를원한다고예루살렘이말

하리라 36그러므로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보

라, 내가네송사를듣고너를위하여보수하여그바다

를말리며그샘을말리리니 37바벨론이황폐한무더

기가되어서시랑의거처와놀람과치솟거리가되고

거민이없으리라 38그들이다사자같이소리하며어린

사자같이부르짖으며 39열정이일어날때에내가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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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베풀고그들로취하여기뻐하다가영영히잠들어

깨지못하게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40내가그들을

끌어내려서어린양과수양과수염소가도수장으로

가는것같게하리라 41슬프다세삭이함락되었도다

온세상의칭찬받는성이빼앗겼도다슬프다바벨론

이열방중에황폐되었도다 42바다가바벨론에넘침이

여, 그많은파도가그것에덮였도다 43그성읍들은황

폐하여마른땅과사막과거민이없는땅이되었으니

그리로지나가는인자가없도다 44내가벨을바벨론에

서벌하고그삼킨것을그입에서끌어내리니열방이

다시는그에게로흘러가지아니하겠고바벨론성벽은

무너지리라 45나의백성아! 너희는그중에서나와각

기나여호와의진노에서스스로구원하라 46그러므로

보라,날이이르리니내가바벨론의조각한신상들을

벌할것이라그온땅이치욕을당하겠고그살륙당한

모든자가그가운데엎드러질것이며 47하늘과땅과

그중의모든것이바벨론을인하여기뻐노래하리니

이는파멸시키는자가북방에서그에게옴이니라여호

와의말이니라 48바벨론이이스라엘사람을살륙하여

엎드러뜨림같이온땅사람이바벨론에서살륙을당

하여엎드러지리라하시도다 49칼을면한자들이여,

서지말라행하라! 원방에서여호와를생각하며예루

살렘을너희마음에두라 50이방인이여호와의집성

소에들어가므로우리가책망을들으며수치를당하여

부끄러움이우리얼굴에덮였도다 51그러므로여호와

께서가라사대보라, 날이이르리니내가그조각한신

상을벌할것이라상함을입은자들이그땅에서신음

하리라 52가령바벨론이하늘까지솟아오른다하자

그성을높이어견고히한다하자멸망시킬자가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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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그들에게임하리라여호와의말이니라 53바벨

론에서부르짖는소리여,갈대아인의땅에큰파멸의

소리로다 54이는여호와께서바벨론을황폐케하사그

떠드는소리를끊으심이로다그대적이많은물의요

동함같이요란한소리를발하니 55곧멸망시키는자가

바벨론에임함이라그용사들이사로잡히고그들의

활이꺽이도다여호와는보복의하나님이시니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56만군의여호와라일컫는왕이이같

이말씀하시되내가그방백들과박사들과감독들과

관장들과용사들로취하게하리니그들이영영히자고

깨지못하리라 57만군의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바

벨론의넓은성벽은온전히무너지겠고그높은문들

은불에탈것이며백성들의수고는헛될것이요민족

들의수고는불탈것인즉그들이쇠패하리라하시니라

58유다왕시드기야사년에마세야의손자네리야의

아들스라야가왕과함께바벨론으로갈때에선지자

예레미야가그에게말씀을명하니스라야는시종장이

더라 59예레미야가바벨론에임할모든재앙곧바벨

론에대하여기록한이모든말씀을한책에기록하고

60예레미야가스라야에게이르되너는바벨론에이르

거든삼가이모든말씀을읽고 61말하기를여호와여,

주께서이곳에대하여말씀하시기를이땅을멸하여

사람이나짐승이거기거하지못하게하고영영히황

폐케하리라하셨나이다하라 62너는이책읽기를다

한후에책에돌을매어유브라데하수속에던지며 63

말하기를바벨론이나의재앙내림을인하여이같이

침륜하고다시일어나지못하리니그들이쇠패하리라

하라하니라예레미야의말이이에마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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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드기야가위에나아갈때에나이이십일세라예

루살렘에서십일년을치리하니라그모친의이름은

하무달이라립나인예레미야의딸이더라 2시드기야

가여호야김의모든행위를본받아여호와보시기에

악을행한지라 3여호와께서예루살렘과유다를진노

하심이그들을그앞에서쫓아내시기까지에이르렀더

라시드기야가바벨론왕을배반하매 4시드기야구년

시월십일에바벨론왕느부갓네살이그모든군대를

거느리고예루살렘을치러올라와서그성을대하여

진을치고사면으로흉벽을쌓으매 5성이시드기야왕

십일년까지에워싸였더니 6그사월구일에성중에

기근이심하여그땅백성의식물이진하였더라 7갈대

아인이그성읍을에워쌌더니성벽을깨뜨리매모든

군사가밤중에두성벽사이왕의동산곁문길로도망

하여아라바길로가더니 8갈대아인의군대가시드기

야왕을쫓아가서여리고평지에서미치매왕의모든

군대가그를떠나흩어진지라 9그들이왕을잡아가지

고하맛땅립나에있는바벨론왕에게로끌고가매그

를심문하니라 10바벨론왕이시드기야의아들들을그

의목전에서죽이고또립나에서유다의모든방백을

죽이며 11시드기야의두눈을빼고사슬로결박하여

바벨론으로끌어다가그죽는날까지옥에두었더라

12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십구년오월십일에바벨

론왕의어전시위대장관느부사라단이예루살렘에

이르러 13여호와의전과왕궁을불사르고예루살렘의

모든집을귀인의집까지불살랐으며 14시위대장관을

좇는갈대아인의온군대가예루살렘사면성벽을헐

었으며 15시위대장관느부사라단이백성중빈한한

자와성중에남아있는백성과바벨론왕에게항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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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무리의남은자를사로잡아옮겨가고 16빈천한

국민을남겨두어포도원을다스리는자와농부가되게

하였더라 17갈대아인이또여호와의전의두놋기둥과

받침들과여호와의전의놋바다를깨뜨려그놋을바

벨론으로가져갔고 18또가마들과부삽들과불집게들

과주발들과숟가락들과섬길때에쓰는모든놋그릇

을다가져갔으며 19시위대장관이또잔들과화로들

과주발들과솥들과촛대들과숟가락들과바리들곧

금물의금과은물의은을가져갔는데 20솔로몬왕이

여호와의전을위하여만든두기둥과한바다와그받

침아래있는열두놋소곧이모든기구의놋중수를

헤아릴수없었더라 21그기둥은한기둥의고가십팔

규빗이요, 그주위는십이규빗이며그속이비었고그

두께는사지놓이며 22기둥위에놋머리가있어그고

가다섯규빗이요, 머리사면으로돌아가며꾸민그물

과석류가다놋이며또다른기둥에도이런모든것과

석류가있었으며 23그사면에있는석류는구십륙이

요그기둥에둘린그물위에있는석류는도합이일백

이었더라 24시위대장관이대제사장스라야와부제사

장스바냐와전문지기세사람을잡고 25또성중에서

사람을잡았으니곧군사를거느린장관하나와또성

중에서만난바왕의시종칠인과국민을초모하는군

대장관의서기관하나와성중에서만난바국민육십명

이라 26시위대장관느부사라단이그들을잡아가지고

립나바벨론왕에게나아가매 27느부갓네살이사로잡

아옮긴백성이이러하니라제칠년에유다인이삼천

이십삼이요 28느부갓네살의십팔년에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옮긴자가팔백삼십이인이요 29느부갓네살

의이십삼년에시위대장관느부사라단이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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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유다인이칠백사십오인이니그총수가사천육

백인이었더라 30유다왕여호야긴이사로잡혀간지삼

십칠년곧바벨론왕에윌므로닥의즉위원년십이월

이십오일에그가유다왕여호야긴을옥에서내어놓

아그머리를들게하고 31그에게선히말하고그의위

를그와함께바벨론에있는왕들의위보다높이고 32

그죄수의의복을바꾸게하고그일평생에항상왕의

앞에서먹게하였으며 33그의쓸것은날마다바벨론

왕에게서받는정수가있어서죽는날까지곧종신토

록끊이지아니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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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애가
1슬프다이성이여본래는거민이많더니이제는어

찌그리적막히앉았는고본래는열국중에크던자가

이제는과부같고본래는열방중에공주되었던자가

이제는조공드리는자가되었도다 2밤새도록애곡하

니눈물이뺨에흐름이여사랑하던자중에위로하는

자가없고친구도다배반하여원수가되었도다 3유다

는환난과많은수고로인하여사로잡혀갔도다저가

열방에거하여평강을얻지못함이여그모든핍박하

는자가저를쫓아협착한곳에미쳤도다 4시온의도

로가처량함이여절기에나아가는사람이없음이로다

모든성문이황적하며제사장들이탄식하며처녀들이

근심하며저도곤고를받았도다 5저의대적이머리가

되고저의원수가형통함은저의죄가많으므로여호

와께서곤고케하셨음이라어린자녀들이대적에게사

로잡혔도다 6처녀시온의모든영광이떠나감이여저

의목백은꼴을찾지못한사슴이쫓는자앞에서힘없

이달림같도다 7예루살렘이환난과군박을당하는날

에옛날의모든즐거움을생각함이여백성이대적의

손에빠지나돕는자가없고대적은보고그황적함을

비웃도다 8예루살렘이크게범죄하므로불결한자같

이되니전에높이던모든자가그적신을보고업신여

김이여저가탄식하며물러가도다 9저의더러움이그

치마에있으나결국을생각지아니함이여그러므로놀

랍게낮아져도위로할자가없도다여호와여,원수가

스스로큰체하오니나의환난을감찰하소서 10대적이

손을펴서보물을빼앗았나이다주께서이미이방인을

금하여주의공회에들어오지못하게하셨사오나저희

가성소에들어간것을예루살렘이보았나이다 11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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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백성이생명을소성시키려고보물로식물들을바

꾸었더니지금도탄식하며양식을구하나이다나는비

천하오니여호와여,나를권고하옵소서 12무릇지나가

는자여너희에게는관계가없는가내게임한근심같

은근심이있는가,볼지어다여호와께서진노하신날

에나를괴롭게하신것이로다 13위에서부터나의골

수에불을보내어이기게하시고내발앞에그물을베

푸사나로물러가게하셨음이여종일토록고적하여곤

비케하셨도다 14내죄악의멍에를그손으로묶고얽

어내목에올리사내힘을피곤케하셨음이여내가당

할수없는자의손에주께서나를붙이셨도다 15주께

서내지경안모든용사를없는것같이여기시고성회

를모아내소년들을부수심이여처녀유다를술틀에

밟으셨도다 16이를인하여내가우니내눈에눈물이

물같이흐름이여, 나를위로하여내영을소성시킬자

가멀리떠났음이로다원수들이이기매내자녀들이

외롭도다 17시온이두손을폈으나위로할자가없도다

여호와께서야곱의사면에있는자를명하여야곱의

대적이되게하셨으니예루살렘은저희가운데불결한

자같도다 18여호와는의로우시도다내가여호와의명

령을거역하였도다너희모든백성들아내말을듣고

내근심을볼지어다나의처녀와소년들이사로잡혀

갔도다 19내가내사랑하는자를불렀으나저희가나

를속였으며나의제사장들과장로들은소성시킬식물

을구하다가성중에서기절하였도다 20여호와여,돌아

보옵소서내가환난중에서마음이괴롭고마음이번

뇌하오니나의패역이심히큼이니이다밖으로는칼의

살륙이있고집에는사망같은것이있나이다 21저희

가나의탄식을들었으나나를위로하는자가없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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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모든원수가나의재앙을들었으나주께서이렇게

행하심을기뻐하나이다주께서반포하신날을이르게

하시리니저희가나와같이되겠나이다 22저희모든

악을주앞에나타내시고나의모든죄악을인하여내

게행하신것같이저희에게행하옵소서! 나의탄식이

많고나의마음이곤비하니이다

2슬프다주께서어찌그리진노하사처녀시온을구

름으로덮으셨는고이스라엘의아름다운것을하늘에

서땅에던지셨음이여진노하신날에그발등상을기

억지아니하셨도다 2주께서야곱의모든거처를삼키

시고긍휼히여기지아니하셨음이여노하사처녀유다

의견고한성을헐어땅에엎으시고나라와방백으로

욕되게하셨도다 3맹렬한진노로이스라엘모든뿔을

자르셨음이여원수앞에서오른손을거두시고맹렬한

불이사방으로사름같이야곱을사르셨도다 4원수같

이활을당기고대적처럼오른손을들고서서눈에아

름다운모든자를살륙하셨음이여처녀시온의장막에

노를불처럼쏟으셨도다 5주께서원수같이되어이스

라엘을삼키셨음이여모든궁을삼키셨고견고한성들

을훼파하사처녀유다에근심과애통을더하셨도다 6

성막을동산의초막같이헐어버리시며공회처소를

훼파하셨도다여호와께서시온가운데서절기와안식

일을잊어버리게하시며진노하사왕과제사장을멸시

하셨도다 7여호와께서또자기제단을버리시며자기

성소를미워하시며궁장을원수의손에붙이셨으매저

희가여호와의전에서훤화하기를절기날과같이하

였도다 8여호와께서처녀시온의성을헐기로결심하

시고줄을띠고훼파함에서손을거두지아니하사성

과곽으로통곡하게하셨으매저희가함께쇠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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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성문이땅에묻히며빗장이꺾여훼파되고왕과방백

들이율법없는열방가운데있으며그선지자들은여

호와의묵시를받지못하는도다 10처녀시온의장로들

이땅에앉아잠잠하고티끌을머리에무릅쓰고굵은

베를허리에둘렀음이여예루살렘처녀들은머리를땅

에숙였도다 11내눈이눈물에상하며내창자가끓으

며내간이땅에쏟아졌으니이는처녀내백성이패망

하여어린자녀와젖먹는아이들이성읍길거리에혼

미함이로다 12저희가성읍길거리에서상한자처럼혼

미하여그어미의품에서혼이떠날때에어미에게이

르기를곡식과포도주가어디있느뇨? 하도다 13처녀

예루살렘이여내가무엇으로네게증거하며무엇으로

네게비유할꼬처녀시온이여, 내가무엇으로네게비

교하여너를위로할꼬너의파괴됨이바다같이크니

누가너를고칠소냐 14네선지자들이네게대하여헛

되고어리석은묵시를보았으므로네죄악을드러내어

서네사로잡힌것을돌이키지못하였도다저희가거

짓경고와미혹케할것만보았도다 15무릇지나가는

자는다너를향하여박장하며처녀예루살렘을향하

여비소하고머리를흔들며말하기를온전한영광이라

, 천하의희락이라일컫던성이이성이냐하며 16너의

모든원수는너를향하여입을벌리며비소하고이를

갈며말하기를우리가저를삼켰도다우리가바라던

날이과연이날이라우리가얻기도하고보기도하였

다하도다 17여호와께서이미정하신일을행하시고

옛날에명하신말씀을다이루셨음이여긍휼히여기지

아니하시고훼파하사원수로너를인하여즐거워하게

하며너의대적의뿔로높이들리게하셨도다 18저희

마음이주를향하여부르짖기를처녀시온의성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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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밤낮으로눈물을강처럼흘릴지어다스스로쉬지

말고네눈동자로쉬게하지말지어다 19밤초경에일

어나부르짖을지어다네마음을주의얼굴앞에물쏟

듯할지어다각길머리에서주려혼미한네어린자녀

의생명을위하여주를향하여손을들지어다하였도

다 20여호와여,감찰하소서뉘게이같이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어찌자기열매곧손에받든아이를먹으오

며제사장들과선지자들이어찌주의성소에서살륙을

당하오리이까? 21노유는다길바닥에엎드러졌사오며

내처녀들과소년들이칼에죽었나이다주께서진노하

신날에죽이시되긍휼히여기지아니하시고살륙하셨

나이다 22주께서내두려운일을사방에서부르시기를

절기에무리를부름같이하셨나이다여호와께서진노

하신날에피하거나남은자가없었나이다내손에받

들어기르는자를내원수가다멸하였나이다

3여호와의노하신매로인하여고난당한자는내로

다 2나를이끌어흑암에행하고광명에행치않게하

셨으며 3종일토록손을돌이켜자주자주나를치시도

다 4나의살과가죽을쇠하게하시며나의뼈를꺾으

셨고 5담즙과수고를쌓아나를에우셨으며 6나로흑

암에거하게하시기를죽은지오랜자같게하셨도다 7

나를둘러싸서나가지못하게하시고나의사슬을무

겁게하셨으며 8내가부르짖어도움을구하나내기도

를물리치시며 9다듬은돌을쌓아내길을막으사내

첩경을굽게하셨도다 10저는내게대하여엎드리어

기다리는곰과은밀한곳의사자같으사 11나의길로

치우치게하시며내몸을찢으시며나로적막하게하

셨도다 12활을당기고나로과녁을삼으심이여 13전

동의살로내허리를맞추셨도다 14나는내모든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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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조롱거리곧종일토록그들의노랫거리가되었도

다 15나를쓴것으로배불리시고쑥으로취하게하셨

으며 16조약돌로내이를꺾으시고재로나를덮으셨

도다 17주께서내심령으로평강을멀리떠나게하시

니내가복을잊어버렸음이여 18스스로이르기를나의

힘과여호와께대한내소망이끊어졌다하였도다 19

내고초와재난곧쑥과담즙을기억하소서! 20내심령

이그것을기억하고낙심이되오나 21중심에회상한즉

오히려소망이있사옴은 22여호와의자비와긍휼이무

궁하시므로우리가진멸되지아니함이니이다 23이것

이아침마다새로우니주의성실이크도소이다 24내

심령에이르기를여호와는나의기업이시니그러므로

내가저를바라리라하도다 25무릇기다리는자에게나

구하는영혼에게여호와께서선을베푸시는도다 26사

람이여호와의구원을바라고잠잠히기다림이좋도다

27사람이젊었을때에멍에를메는것이좋으니 28혼

자앉아서잠잠할것은주께서그것을메우셨음이라

29입을티끌에댈지어다혹시소망이있을지로다 30때

리는자에게뺨을향하여수욕으로배불릴지어다 31이

는주께서영원토록버리지않으실것임이며 32저가

비록근심케하시나그풍부한자비대로긍휼히여기

실것임이니라 33주께서인생으로고생하며근심하게

하심이본심이아니시로다 34세상에모든갇힌자를

발로밟는것과 35지극히높으신자의얼굴앞에서사

람의재판을굽게하는것과 36사람의송사를억울케

하는것은다주의기쁘게보시는것이아니로다 37주

의명령이아니면누가능히말하여이루게하라 38화,

복이지극히높으신자의입으로나오지아니하느냐

39살아있는사람은자기죄로벌을받나니어찌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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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랴 40우리가스스로행위를조사하고여호와께로돌

아가자 41마음과손을아울러하늘에계신하나님께

들자 42우리의범죄함과패역함을주께서사하지아니

하시고 43진노로스스로가리우시고우리를군축하시

며살륙하사긍휼을베풀지아니하셨나이다 44주께서

구름으로스스로가리우사기도로상달치못하게하시

고 45우리를열방가운데서진개와폐물을삼으셨으므

로 46우리의모든대적이우리를향하여입을크게벌

렸나이다 47두려움과함정과잔해와멸망이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8처녀내백성의파멸을인하여내눈에

눈물이시내처럼흐르도다 49내눈의흐르는눈물이

그치지아니하고쉬지아니함이여 50여호와께서하늘

에서살피시고돌아보시기를기다리는도다 51나의성

읍의모든여자를인하여내눈이내심령을상하게하

는도다 52무고히나의대적이된자가나를새와같이

심히쫓도다 53저희가내생명을끊으려고나를구덩

이에넣고그위에돌을던짐이여 54물이내머리에넘

치니내가스스로이르기를이제는멸절되었다하도다

55여호와여, 내가심히깊은구덩이에서주의이름을

불렀나이다 56주께서이미나의음성을들으셨사오니

이제나의탄식과부르짖음에주의귀를가리우지마

옵소서 57내가주께아뢴날에주께서내게가까이하

여가라사대두려워말라하셨나이다 58주여, 주께서

내심령의원통을펴셨고내생명을속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나의억울을감찰하셨사오니나를위하여

신원하옵소서 60저희가내게보수하며나를모해함을

주께서다감찰하셨나이다 61여호와여, 저희가나를

훼파하며나를모해하는것 62곧일어나나를치는자

의입술에서나오는것과종일모해하는것을들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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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63저희가앉든지서든지나를노래하는것을

주여,보옵소서 64여호와여,주께서저의손으로행한

대로보응하사 65그마음을강퍅하게하시고저주를

더하시며 66진노로저희를군축하사여호와의천하에

서멸하시리이다

4슬프다어찌그리금이빛을잃고정금이변하였으

며성소의돌이각거리머리에쏟아졌는고 2시온의

아들들이보배로와정금에비할러니어찌그리토기장

이의만든질항아리같이여김이되었는고 3들개는오

히려젖을내어새끼를먹이나처녀내백성은잔인하

여광야의타조같도다 4젖먹이가목말라서혀가입천

장에붙음이여어린아이가떡을구하나떼어줄사람

이없도다 5진수를먹던자가거리에외로움이여전에

는붉은옷을입고길리운자가이제는거름더미를안

았도다 6전에소돔이사람의손을대지않고경각간에

무너지더니이제처녀내백성의죄가소돔의죄악보

다중하도다 7전에는존귀한자의몸이눈보다깨끗하

고젖보다희며산호보다붉어그윤택함이마광한청

옥같더니 8이제는그얼굴이숯보다검고그가죽이

뼈에붙어막대기같이말랐으니거리에서알사람이

없도다 9칼에죽은자가주려죽은자보다나음은토

지소산이끊어지므로이들이찔림같이점점쇠약하

여감이로다 10처녀내백성의멸망할때에자비한부

녀가손으로자기자녀를삶아식물을삼았도다 11여

호와께서분을발하시며맹렬한노를쏟으심이여시온

에불을피우사그지대를사르셨도다 12대적과원수

가예루살렘성문으로들어갈줄은세상열왕과천하

모든백성이믿지못하였었도다 13그선지자들의죄와

제사장들의죄악을인함이니저희가성읍중에서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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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피를흘렀도다 14저희가거리에서소경같이방황

함이여그옷이피에더러웠으므로사람이만질수없

도다 15사람이저희에게외쳐이르기를부정하다가라

, 가라, 가라, 만지지말라하였음이여저희가도망하여

방황할때에이방인이이르기를저희가다시는여기

거하지못하리라하였도다 16여호와께서노하여흩으

시고다시권고치아니하시리니저희가제사장들을높

이지아니하였으며장로들을대접지아니하였음이로

다 17우리가헛되이도움을바라므로우리눈이상함

이여우리를구원치못할나라를바라보고바라보았도

다 18저희가우리자취를엿보니우리가거리에행할

수없음이여우리의끝이가깝고우리의날이다하였

고우리의마지막이이르렀도다 19우리를쫓는자가

공중의독수리보다빠름이여산꼭대기에서도쫓고광

야에도매복하였도다 20우리의콧김곧여호와의기름

부으신자가저희함정에빠졌음이여우리가저를가

리키며전에이르기를우리가저의그늘아래서열국

중에살겠다하던자로다 21우스땅에거하는처녀에

돔아즐거워하며기뻐하려무나잔이네게도이를지니

네가취하여벌거벗으리라 22처녀시온아네죄악의

형벌이다하였으니주께서다시는너로사로잡혀가지

않게하시리로다처녀에돔아!주께서네죄악을벌하

시며네허물을드러내시리로다

5여호와여, 우리의당한것을기억하시고우리의수

욕을감찰하옵소서 2우리기업이외인에게, 우리집들

도외인에게돌아갔나이다 3우리는아비없는외로운

자식이오며우리어미는과부같으니 4우리가은을주

고물을마시며값을주고섶을얻으오며 5우리를쫓

는자는우리목을눌렀사오니우리가곤비하여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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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나이다 6우리가애굽사람과앗수르사람과악수하

고양식을얻어배불리고자하였나이다 7우리열조는

범죄하고없어졌고우리는그죄악을담당하였나이다

8종들이우리를관할함이여그손에서건져낼자가없

나이다 9광야에는칼이있으므로죽기를무릅써야양

식을얻사오니 10주림의열기로인하여우리의피부가

아궁이처럼검으니이다 11대적이시온에서부녀들을,

유다각성에서처녀들을욕보였나이다 12방백들의손

이매어달리며장로들의얼굴이존경을받지못하나이

다 13소년들이맷돌을지오며아이들이섶을지다가

엎드러지오며 14노인은다시성문에앉지못하며소년

은다시노래하지못하나이다 15우리마음에희락이

그쳤고우리의무도가변하여애통이되었사오며 16우

리머리에서면류관이떨어졌사오니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인함이니이다 17이러므로우리마음이피곤

하고이러므로우리눈이어두우며 18시온산이황무하

여여우가거기서노나이다 19여호와여, 주는영원히

계시오며주의보좌는세세에미치나이다 20주께서어

찌하여우리를영원히잊으시오며우리를이같이오래

버리시나이까? 21여호와여,우리를주께로돌이키소

서그리하시면우리가주께로돌아가겠사오니우리의

날을다시새롭게하사옛적같게하옵소서 22주께서

우리를아주버리셨사오며우리에게진노하심이특심

하시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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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1제삼십년사월오일에내가그발강가사로잡힌자

중에있더니하늘이열리며하나님의이상을내게보

이시니 2여호야긴왕의사로잡힌지오년그달오일이

라 3갈대아땅그발강가에서여호와의말씀이부시의

아들제사장나에스겔에게특별히임하고여호와의

권능이내위에있으니라 4내가보니북방에서부터폭

풍과큰구름이오는데그속에서불이번쩍번쩍하여

빛이그사면에비취며그불가운데단쇠같은것이나

타나보이고 5그속에서네생물의형상이나타나는데

그모양이이러하니사람의형상이라 6각각네얼굴과

네날개가있고 7그다리는곧고그발바닥은송아지

발바닥같고마광한구리같이빛나며 8그사면날개

밑에는각각사람의손이있더라그네생물의얼굴과

날개가이러하니 9날개는다서로연하였으며행할때

에는돌이키지아니하고일제히앞으로곧게행하며

10그얼굴들의모양은넷의앞은사람의얼굴요넷의

우편은사자의얼굴이요넷의좌편은소의얼굴이요

넷의뒤는독수리의얼굴이니 11그얼굴은이러하며

그날개는들어펴서각기둘씩서로연하였고또둘은

몸을가리웠으며 12신이어느편으로가려면그생물

들이그대로가되돌이키지아니하고일제히앞으로

곧게행하며 13또생물의모양은숯불과횃불모양같

은데그불이그생물사이에서오르락내리락하며그

불은광채가있고그가운데서는번개가나며 14그생

물의왕래가번개같이빠르더라 15내가그생물을본

즉그생물곁땅위에바퀴가있는데그네얼굴을따라

하나씩있고 16그바퀴의형상과그구조는넷이한결

같은데황옥같고그형상과구조는바퀴안에바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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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같으며 17행할때에는사방으로향한대로돌

이키지않고행하며 18그둘레는높고무서우며그네

둘레로돌아가면서눈이가득하며 19생물이행할때에

바퀴도그곁에서행하고생물이땅에서들릴때에바

퀴도들려서 20어디든지신이가려하면생물도신의

가려하는곳으로가고바퀴도그곁에서들리니이는

생물의신이그바퀴가운데있음이라 21저들이행하

면이들도행하고저들이그치면이들도그치고저들

이땅에서들릴때에는이들도그곁에서들리니이는

생물의신이그바퀴가운데있음이더라 22그생물의

머리위에는수정같은궁창의형상이펴있어보기에

심히두려우며 23그궁창밑에생물들의날개가서로

향하여펴있는데이생물은두날개로몸을가리웠고

저생물도두날개로몸을가리웠으며 24생물들이행

할때에내가그날개소리를들은즉많은물소리와도

같으며전능자의음성과도같으며떠드는소리곧군

대의소리와도같더니그생물이설때에그날개를드

리우더라그머리위에있는궁창위에보좌의형상이

있는데그모양이남보석같고그보좌의형상위에한

형상이있어사람의모양같더라그머리위에있는궁

창위에서부터음성이나더라그생물이설때에그날

개를드리우더라 25그머리위에있는궁창위에서부

터음성이나더라그생물이설때에그날개를드리우

더라 26그머리위에있는궁창위에보좌의형상이있

는데그모양이남보석같고그보좌의형상위에한형

상이있어사람의모양같더라 27내가본즉그허리이

상의모양은단쇠같아서그속과주위가불같고그

허리이하의모양도불같아서사면으로광채가나며

28그사면광채의모양은비오는날구름에있는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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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으니이는여호와의영광의형상의모양이라내

가보고곧엎드리어그말씀하시는자의음성을들으

니라

2그가내게이르시되인자야! 일어서라내가네게말

하리라하시며 2말씀하실때에그신이내게임하사

나를일으켜세우시기로내가그말씀하시는자의소

리를들으니 3내게이르시되인자야내가너를이스라

엘자손곧패역한백성나를배반하는자에게보내노

라그들과그열조가내게범죄하여오늘날까지이르

렀나니 4이자손은얼굴이뻔뻔하고마음이강퍅한자

니라내가너를그들에게보내노니너는그들에게이

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이이러하시다하라 5그들은

패역한족속이라듣든지아니듣든지그들가운데선

지자있은줄은알지니라 6인자야!너는비록가시와

찔레와함께처하며전갈가운데거할지라도그들을

두려워말고그말을두려워말지어다그들은패역한

족속이라도그말을두려워말며그얼굴을무서워말

지어다 7그들은심히패역한자라듣든지아니듣든지

너는내말로고할지어다 8인자야!내가네게이르는

말을듣고그패역한족속같이패역하지말고네입을

벌리고내가네게주는것을먹으라하시기로 9내가

보니한손이나를향하여펴지고그손에두루마리책

이있더라 10그가그것을내앞에펴시니그안팎에글

이있는데애가와애곡과재앙의말이기록되었더라

3그가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너는받는것을먹으

라너는이두루마리를먹고가서이스라엘족속에게

고하라하시기로 2내가입을벌리니그가그두루마리

를내게먹이시며 3내게이르시되인자야! 내가네게

주는이두루마리로네배에넣으며네창자에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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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에내가먹으니그것이내입에서달기가꿀같

더라 4그가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이스라엘족속

에게가서내말로그들에게고하라 5너를방언이다

르거나말이어려운백성에게보내는것이아니요이

스라엘족속에게보내는것이라 6너를방언이다르거

나말이어려워네가알아듣지못할열국에보내는것

이아니니라내가너를그들에게보내었더면그들은

정녕네말을들었으리라 7그러나이스라엘족속은이

마가굳고마음이강퍅하여네말을듣고자아니하리

니이는내말을듣고자아니함이니라 8내가그들의

얼굴을대하도록네얼굴을굳게하였고그들의이마

를대하도록네이마를굳게하였으되 9네이마로화

석보다굳은금강석같이하였으니그들이비록패역

한족속이라도두려워말며그얼굴을무서워말라하

시고 10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내가네게이를모든

말을너는마음으로받으며귀로듣고 11사로잡힌네

민족에게로가서그들이듣든지아니듣든지그들에게

고하여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이이러하시다하라

하시더라 12때에주의신이나를들어올리시는데내

뒤에크게울리는소리가들려이르기를여호와의처

소에서나는영광을찬송할지어다하니 13이는생물들

의날개가서로부딪히는소리와생물곁에바퀴소리

라크게울리는소리더라 14주의신이나를들어올려

데리고가시는데내가근심하고분한마음으로행하니

여호와의권능이힘있게나를감동하시더라 15이에내

가델아빕에이르러그사로잡힌백성곧그발강가에

거하는자들에게나아가그중에서민답히칠일을지

내니라 16칠일후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

라사대 17인자야! 내가너를이스라엘족속의파숫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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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세웠으니너는내입의말을듣고나를대신하여

그들을깨우치라 18가령내가악인에게말하기를너는

꼭죽으리라할때에네가깨우치지아니하거나말로

악인에게일러서그악한길을떠나생명을구원케하

지아니하면그악인은그죄악중에서죽으려니와내

가그피값을네손에서찾을것이고 19네가악인을깨

우치되그가그악한마음과악한행위에서돌이키지

아니하면그는그죄악중에서죽으려니와너는네생

명을보존하리라 20또의인이그의에서돌이켜악을

행할때에는이미행한그의는기억할바아니라내가

그앞에거치는것을두면그가죽을지니이는네가그

를깨우치지않음이라그가그죄중에서죽으려니와

그피값은내가네손에서찾으리라 21그러나네가그

의인을깨우쳐범죄치않게하므로그가범죄치아니

하면정녕살리니이는깨우침을받음이며너도네영

혼을보존하리라 22여호와께서권능으로거기서내게

임하시고또내게이르시되일어나들로나아가라내

가거기서너와말하리라하시기로 23내가일어나들

로나아가니여호와의영광이거기머물렀는데내가

전에그발강가에서보던영광과같은지라내가곧엎

드리니 24주의신이내게임하사나를일으켜세우시

고내게말씀하여가라사대너는가서네집에들어가

문을닫으라 25인자야! 무리가줄로너를동여매리니

네가그들가운데서나오지못할것이라 26내가네혀

로네입천장에붙게하여너로벙어리되어그들의책

망자가되지못하게하리니그들은패역한족속임이니

라 27그러나내가너와말할때에네입을열리니너는

그들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이이러하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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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을자는들을것이요듣기싫은자는듣지아니하

리니그들은패역한족속임이니라

4너인자야! 박석을가져다가네앞에놓고한성읍곧

예루살렘을그위에그리고 2그성읍을에워싸되운제

를세우고토둔을쌓고진을치고공성퇴를둘러세우

고 3또전철을가져다가너와성읍사이에두어철성

을삼고성을향하여에워싸는것처럼에워싸라이것

이이스라엘족속에게징조가되리라 4너는또좌편으

로누워이스라엘족속의죄악을당하되네눕는날수

대로그죄악을담당할지니라 5내가그들의범죄한햇

수대로네게날수를정하였나니곧삼백구십일이니라

너는이렇게이스라엘족속의죄악을담당하고 6그수

가차거든너는우편으로누워유다족속의죄악을담

당하라내가네게사십일로정하였나니일일이일년이

니라 7너는또에워싼예루살렘을향하여팔을벗어메

고예언하라 8내가줄로너를동이리니네가에워싸는

날이맞도록몸을이리저리돌리지못하리라 9너는

말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가져다가한그

릇에담고떡을만들어네모로눕는날수곧삼백구십

일에먹되 10너는식물을달아서하루이십세겔중씩

때를따라먹고 11물도힌육분일씩되어서때를따라

마시라 12너는그것을보리떡처럼만들어먹되그들의

목전에서인분불을피워구울지니라 13여호와께서또

가라사대내가열국으로쫓아흩을이스라엘자손이

거기서이와같이부정한떡을먹으리라하시기로 14

내가가로되오호라! 주여호와여! 나는영혼을더럽힌

일이없었나이다어려서부터지금까지스스로죽은것

이나짐승에게찢긴것을먹지아니하였고가증한고

기를입에넣지아니하였나이다 15여호와께서내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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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시되쇠똥으로인분을대신하기를허하노니너는그

것으로떡을구울지니라 16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내가예루살렘에서의뢰하는양식을끊으리니백성이

경겁중에떡을달아먹고민답중에물을되어마시다

가 17떡과물이결핍하여피차에민답하여하며그죄

악중에서쇠패하리라

5인자야! 너는날카로운칼을취하여삭도를삼아네

머리털과수염을깎아서저울에달아나누었다가 2그

성읍을에워싸는날이차거든너는터럭삼분지일은

성읍안에서불사르고삼분지일은가지고성읍사방

에서칼로치고또삼분지일은바람에흩으라내가그

뒤를따라칼을빼리라 3너는터럭중에서조금을가

져네옷자락에싸고 4또그가운데서얼마를가져불

에던져사르라그속에서불이이스라엘온족속에게

로나오리라 5주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것이곧예루

살렘이라내가그를이방인가운데두어열방으로둘

러있게하였거늘 6그가내규례를거스려서이방인보

다악을더행하며내율례도그리함이그둘러있는열

방보다더하니이는그들이내규례를버리고내율례

를행치아니하였음이니라 7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너희요란함이너희를둘러있는이방인보다

더하여내율례를행치아니하며내규례를지키지아

니하고너희를둘러있는이방인의규례대로도행치

아니하였느니라 8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나곧내가저를치며이방인의목전에서너희중에벌

을내리되 9네모든가증한일로인하여내가전무후

무하게네게내릴지라 10그리한즉너희중에서아비가

아들을먹고아들이그아비를먹으리라내가벌을네

게내리고너희중에남은자를다사방에흩으리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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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

고맹세하노니네가모든미운물건과모든가증한일

로내성소를더럽혔은즉나도너를아껴보지아니하

며긍휼을베풀지아니하고미약하게하리니 12너희

가운데서삼분지일은온역으로죽으며기근으로멸망

할것이요삼분지일은너희사방에서칼에엎드러질

것이며삼분지일은내가사방에흩고또그뒤를따라

칼을빼리라 13이와같이내노가다한즉그들에게향

한분이풀려서내마음이시원하리라내분이그들에

게다한즉나여호와가열심으로말한줄을그들이알

리라 14내가또너로황무케하고너를둘러있는이방

인중에서모든지나가는자의목전에능욕거리가되

게하리니 15내노와분과중한책망으로네게벌을내

린즉너를둘러있는이방인에게네가수욕과조롱을

당하고경계와괴이한것이되리라나여호와의말이

니라 16내가멸망케하는기근의독한살로너희를멸

하러보내되기근을더하여너희의의뢰하는양식을

끊을것이라 17내가기근과악한짐승을너희에게보

내어외롭게하고너희가운데온역과살륙으로행하

게하고또칼이너희에게임하게하리라나여호와의

말이니라

6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

는이스라엘산을향하여그들에게예언하여 3이르기

를이스라엘산들아주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주여

호와께서산과작은산과시내와골짜기를대하여말

씀하시기를나곧내가칼로너희에게임하게하여너

희산당을멸하리니 4너희제단이황무하고태양상이

훼파될것이며내가또너희중에서살륙을당하여너

희우상앞에엎드러지게할것이라 5이스라엘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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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그우상앞에두며너희해골을너희제단사방

에흩으리라 6내가너희거하는모든성읍으로사막이

되며산당으로황무하게하리니이는너희제단이깨어

지고황폐하며너희우상들이깨어져없어지며너희

태양상들이찍히며너희만든것이다폐하며 7또너

희중에서살륙을당하여엎드러지게하여너희로나

를여호와인줄알게하려함이니라 8그러나너희가

열방에흩어질때에내가너희중에서칼을피하여이

방중에남아있는자가있게할지라 9너희중피한자

가사로잡혀이방인중에있어서나를기억하되그들

이음란한마음으로나를떠나고음란한눈으로우상

을섬겨나로근심케한것을기억하고스스로한탄하

리니이는그모든가증한일로악을행하였음이라 10

그때에야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내가이런

재앙을그들에게내리겠다한말이헛되지아니하니라

11주여호와께서가라사대너는손뼉을치고발을구르

며말할지어다오호라! 이스라엘족속이모든가증한

악을행하므로필경칼과기근과온역에망하되 12먼

데있는자는온역에죽고가까운데있는자는칼에엎

드러지고남아있어에워싸인자는기근에죽으리라

이같이내진노를그들에게이룬즉 13그살륙당한시

체가그우상사이에, 제단사방에, 각높은고개에, 모

든산꼭대기에, 모든푸른나무아래에, 무성한상수리

나무아래곧그우상에게분향하던곳에있으리니너

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4내가내손을그들의

위에펴서그거하는온땅곧광야에서부터디블라까

지처량하고황무하게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

줄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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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너인자

야! 주여호와내가이스라엘땅에대하여말하노라끝

났도다이땅사방의일이끝났도다 3이제는네게끝

이이르렀나니내가내진노를네게발하여네행위를

국문하고너의모든가증한일을보응하리라 4내가너

를아껴보지아니하며긍휼히여기지도아니하고네

행위대로너를벌하여너의가증한일이너희중에나

타나게하리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5주여

호와께서가라사대재앙이로다, 비상한재앙이로다볼

지어다!임박하도다 6끝이났도다,끝이났도다끝이

너를치러일어났나니볼지어다! 임박하도다 7이땅

거민아정한재앙이네게임하도다때가이르렀고날

이가까왔으니요란한날이요산에서즐거이부르는

날이아니로다 8이제내가속히분을네게쏟고내진

노를네게이루어서네행위대로너를심판하여네모

든가증한일을네게보응하되 9내가너를아껴보지

아니하며긍휼히여기지도아니하고네행위대로너를

벌하여너의가증한일이너희중에나타나게하리니

나여호와가치는줄을네가알리라 10볼지어다! 그날

이로다볼지어다! 임박하도다정한재앙이이르렀으니

몽둥이가꽃피며교만이싹났도다 11포학이일어나서

죄악의몽둥이가되었은즉그들도, 그무리도, 그재물

도하나도남지아니하고그중의아름다운것도없어

지리로다 12때가이르렀고날이가까왔으니사는자도

기뻐하지말고파는자도근심하지말것은진노가그

모든무리에게임함이로다 13판자가살아있다할지

라도다시돌아가서그판것을얻지못하니이는묵시

로그모든무리를가리켜말하기를하나도돌아갈자

가없겠고악한생활로스스로강하게할자도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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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였음이로다 14그들이나팔을불어온갖것을예

비하였을지라도전쟁에나갈사람이없나니이는내

진노가그모든무리에게미쳤음이라 15밖에는칼이

있고안에는온역과기근이있어서밭에있는자는칼

에죽을것이요성읍에있는자는기근과온역에망할

것이며 16도망하는자는산위로피하여다각기자기

죄악까닭에골짜기비둘기처럼슬피울것이며 17모

든손은피곤하고모든무릎은물과같이약할것이라

18그들이굵은베로허리를묶을것이요두려움이그

들을덮을것이요모든얼굴에는수치가있고모든머

리는대머리가될것이며 19그들이그은을거리에던

지며그금을오예물같이여기리니이는여호와내가

진노를베푸는날에그은과금이능히그들을건지지

못하며능히그심령을족하게하거나그창자를채우

지못하고오직죄악에빠치는것이됨이로다 20그들

이그화려한장식으로인하여교만을품었고또그것

으로가증한우상과미운물건을지었은즉내가그것

으로그들에게오예물이되게하여 21외인의손에붙

여노략하게하며세상악인에게붙여그들로약탈하

여더럽히게하고 22내가또내얼굴을그들에게서돌

이키리니그들이내은밀한처소를더럽히고강포한

자도거기들어와서더럽히리라 23너는쇠사슬을만들

라이는피흘리는죄가그땅에가득하고강포가그성

읍에찼음이라 24내가극히악한이방인으로이르러

그집들을점령하게하고악한자의교만을그치게하

리니그성소가더럽힘을당하리라 25패망이이르리니

그들이평강을구하여도없을것이라 26환난에환난이

더하고소문에소문이더할때에그들이선지자에게

묵시를구하나헛될것이며제사장에게는율법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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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것이요장로에게는모략이없어질것이며 27왕은

애통하고방백은놀람을옷입듯하며거민의손은떨

리리라내가그행위대로그들에게갚고그죄악대로

그들을국문한즉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8제육년유월오일에나는집에앉았고유다장로들

은내앞에앉았는데주여호와의권능이거기서내게

임하기로 2내가보니불같은형상이있어그허리이

하모양은불같고허리이상은광채가나서단쇠같은

데 3그가손같은것을펴서내머리털한모숨을잡으

며주의신이나를들어천지사이로올리시고하나님

의이상가운데나를이끌어예루살렘으로가서안뜰

로들어가는북향한문에이르시니거기는투기의우

상곧투기를격발케하는우상의자리가있는곳이라

4이스라엘하나님의영광이거기있는데내가들에서

보던이상과같더라 5그가내게이르시되인자야!이

제너는눈을들어북편을바라보라하시기로내가눈

을들어북편을바라보니제단문어귀북편에그투기

의우상이있더라 6그가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이

스라엘족속의행하는일을보느냐그들이여기서크

게가증한일을행하여나로내성소를멀리떠나게하

느니라너는다시다른큰가증한일을보리라하시더

라 7그가나를이끌고뜰문에이르시기로내가본즉

담에구멍이있더라 8그가내게이르시되인자야!너

는이담을헐라하시기로내가그담을허니한문이

있더라 9또내게이르시되들어가서그들이거기서행

하는가증하고악한일을보라하시기로 10내가들어

가보니각양곤충과가증한짐승과이스라엘족속의

모든우상을그사면벽에그렸고 11이스라엘족속의

장로중칠십인이그앞에섰으며사반의아들야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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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도그가운데섰고각기손에향로를들었는데향연

이구름같이오르더라 12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이

스라엘족속의장로들이각각그우상의방안어두운

가운데서행하는것을네가보았느냐그들이이르기를

여호와께서우리를보지아니하시며이땅을버리셨다

하느니라 13또내게이르시되너는다시그들의행하

는바다른큰가증한일을보리라하시더라 14그가또

나를데리고여호와의전으로들어가는북문에이르시

기로보니거기여인들이앉아담무스를위하여애곡

하더라 15그가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네가그것을

보았느냐너는또이보다더큰가증한일을보리라하

시더라 16그가또나를데리고여호와의전안뜰에들

어가시기로보니여호와의전문앞현관과제단사이

에서약이십오인이여호와의전을등지고낯을동으

로향하여동방태양에경배하더라 17또내게이르시

되인자야! 네가보았느냐유다족속이여기서행한가

증한일을적다하겠느냐그들이강포로이땅에채우

고또다시내노를격동하고심지어나무가지를그코

에두었느니라 18그러므로나도분노로갚아아껴보

지아니하고긍휼을베풀지도아니하리니그들이큰

소리로내귀에부르짖을지라도내가듣지아니하리라

9그가또큰소리로내귀에외쳐가라사대이성읍을

관할하는자들로각기살륙하는기계를손에들고나

아오게하라하시더라 2내가본즉여섯사람이북향한

윗문길로좇아오는데각사람의손에살륙하는기계

를잡았고그중에한사람은가는베옷을입고허리에

서기관의먹그릇을찼더라그들이들어와서놋제단

곁에서더라 3그룹에머물러있던이스라엘하나님의

영광이올라성전문지방에이르더니여호와께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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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베옷을입고서기관의먹그릇을찬사람을불러

4이르시되너는예루살렘성읍중에순행하여그가운

데서행하는모든가증한일로인하여탄식하며우는

자의이마에표하라하시고 5나의듣는데또그남은

자에게이르시되너희는그뒤를좇아성읍중에순행

하며아껴보지도말며긍휼을베풀지도말고쳐서 6늙

은자와젊은자와처녀와어린아이와부녀를다죽이

되이마에표있는자에게는가까이말라내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하시매그들이성전앞에있는늙은자

들로부터시작하더라 7그가또그들에게이르시되너

희는성전을더럽혀시체로모든뜰에채우라너희는

나가라하시매그들이나가서성읍중에서치더라 8그

들이칠때에내가홀로있는지라엎드리어부르짖어

가로되오호라! 주여호와여! 예루살렘을향하여분노

를쏟으시오니이스라엘남은자를모두멸하려하시

나이까 9그가내게이르시되이스라엘과유다족속의

죄악이심히중하여그땅에피가가득하며그성읍에

불법이찼나니이는그들이이르기를여호와께서이

땅을버리셨으며보지아니하신다함이라 10그러므로

내가그들을아껴보지아니하며긍휼을베풀지아니

하고그행위대로그머리에갚으리라하시더라 11가

는베옷을입고허리에먹그릇을찬사람이복명하여

가로되주께서내게명하신대로내가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이에내가보니그룹들머리위궁창에남보석같

은것이나타나는데보좌형상같더라 2하나님이가는

베옷입은사람에게일러가라사대너는그룹밑바퀴

사이로들어가서그속에서숯불을두손에가득히움

켜가지고성읍위에흩으라하시매그가내목전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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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더라 3그사람이들어갈때에그룹들은성전우편

에섰고구름은안뜰에가득하며 4여호와의영광이

그룹에서올라성전문지방에임하니구름이성전에

가득하며여호와의영화로운광채가뜰에가득하였고

5그룹들의날개소리는바깥뜰까지들리는데전능하

신하나님의말씀하시는음성같더라 6하나님이가는

베옷입은자에게명하시기를바퀴사이곧그룹들사

이에서불을취하라하셨으므로그가들어가바퀴옆

에서매 7한그룹이그룹들사이에서손을내밀어그

그룹들사이에있는불을취하여가는베옷입은자의

손에주매그가받아가지고나가는데 8그룹들의날개

밑에사람의손같은것이나타났더라 9내가보니그

룹들곁에네바퀴가있는데이그룹곁에도한바퀴가

있고저그룹곁에도한바퀴가있으며그바퀴모양은

황옥같으며 10그모양은넷이한결같은데마치바퀴

안에바퀴가있는것같으며 11그룹들이행할때에는

사방으로향한대로돌이키지않고행하되돌이키지않

고그머리향한곳으로행하며 12그온몸과등과손과

날개와바퀴곧네그룹의바퀴의둘레에다눈이가득

하더라 13내가들으니그바퀴들을도는것이라칭하

며 14그룹들은각기네면이있는데첫면은그룹의얼

굴이요둘째면은사람의얼굴이요세째는사자의얼

굴이요네째는독수리의얼굴이더라 15그룹들이올라

가니그들은내가그발강가에서보던생물이라 16그

룹들이행할때에는바퀴도그곁에서행하고그룹들

이날개를들고땅에서올라가려할때에도바퀴가그

곁을떠나지아니하며 17그들이서면이들도서고그

들이올라가면이들도함께올라가니이는생물의신

이바퀴가운데있음이더라 18여호와의영광이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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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을떠나서그룹들위에머무르니 19그룹들이날

개를들고내목전에땅에서올라가는데그들이나갈

때에바퀴도그곁에서함께하더라그들이여호와의

전으로들어가는동문에머물고이스라엘하나님의영

광이그위에덮였더라 20그것은내가그발강가에서

본바이스라엘하나님의아래있던생물이라그들이

그룹들인줄을내가아니라 21각기네얼굴과네날개

가있으며날개밑에는사람의손형상이있으니 22그

얼굴의형상은내가그발강가에서보던얼굴이며그

모양과몸둥이도그러하며각기곧게앞으로행하더

라

11때에주의신이나를들어데리고여호와의전동

문곧동향한문에이르시기로본즉그문에이십오인

이있는데내가그중에서앗술의아들야아사냐와브

나야의아들블라댜를보았으니그들은백성의방백이

라 2그가내게이르시되인자야!이사람들은불의를

품고이성중에서악한꾀를베푸는자니라 3그들의

말이집건축할때가가깝지아니한즉이성읍은가마

가되고우리는고기가된다하나니 4그러므로인자야

너는그들을쳐서예언하고예언할지니라 5여호와의

신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너는말하기를여호와의

말씀에이스라엘족속아너희가이렇게말하였도다너

희마음에서일어나는것을내가다아노라 6너희가

이성읍에서많이살륙하여그시체로거리에채웠도

다 7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이성읍중에

서너희가살륙한시체는그고기요이성읍은그가마

려니와너희는그가운데서끌려나오리라 8나주여

호와가말하노라너희가칼을두려워하니내가칼로

너희에게임하게하고 9너희를그성읍가운데서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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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타국인의손에붙여너희에게벌을내리리니 10

너희가칼에엎드러질것이라내가이스라엘변경에서

너희를국문하리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1

이성읍은너희가마가되지아니하고너희는그가운

데고기가되지아니할지라내가너희를이스라엘변

경에서국문하리니 12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너희가내율례를행치아니하며규례를지키지아니

하고너희사면에있는이방인의규례대로행하였느니

라하셨다하라 13이에내가예언할때에브나야의아

들블라댜가죽기로내가엎드리어큰소리로부르짖

어가로되오호라! 주여호와여! 이스라엘의남은자를

다멸절하고자하시나이까?하니라 14여호와의말씀

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15인자야! 예루살렘거민이

너의형제곧너의형제와친속과이스라엘온족속을

향하여이르기를너희는여호와에게서멀리떠나라이

땅은우리에게주어기업이되게하신것이라하였나

니 16그런즉너는말하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내가

비록그들을멀리이방인가운데로쫓고열방에흩었

으나그들이이른열방에서내가잠간그들에게성소

가되리라하셨다하고 17너는또말하기를주여호와

의말씀에내가너희를만민가운데모으며너희를흩

은열방가운데서모아내고이스라엘땅으로너희에

게주리라하셨다하라 18그들이그리로가서그가운

데모든미운물건과가증한것을제하여버릴지라 19

내가그들에게일치한마음을주고그속에새신을주

며그몸에서굳은마음을제하고부드러운마음을주

어서 20내율례를좇으며내규례를지켜행하게하리

니그들은내백성이되고나는그들의하나님이되리

라 21그러나미운것과가증한것을마음으로좇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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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내가그행위대로그머리에갚으리라나주여호와

의말이니라 22때에그룹들이날개를드는데바퀴도

그곁에있고이스라엘하나님의영광도그위에덮였

더니 23여호와의영광이성읍중에서부터올라가서성

읍동편산에머물고 24주의신이나를들어하나님의

신의이상중에데리고갈대아에있는사로잡힌자중

에이르시더니내가보는이상이나를떠난지라 25내

가사로잡힌자들에게여호와께서내게보이신모든

일로고하니라

12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 네가패역한족속중에거하도다그들은볼눈이있

어도보지아니하고들을귀가있어도듣지아니하나

니그들은패역한족속임이니라 3인자야! 너는행구를

준비하고낮에그들의목전에서이사하라네가네처

소를다른곳으로옮기는것을그들이보면비록패역

한족속이라도혹생각이있으리라 4너는낮에그목

전에서네행구를밖으로내기를이사하는행구같이

하고저물때에너는그목전에서밖으로나가기를포

로되어가는자같이하라 5너는그목전에서성벽을

뚫고그리로좇아옮기되 6캄캄할때에그목전에서

어깨에메고나가며얼굴을가리우고땅을보지말지

어다이는내가너를세워이스라엘족속에게징조가

되게함이니라하시기로 7내가그명대로행하여낮에

나의행구를이사하는행구같이내어놓고저물때에

내손으로성벽을뚫고캄캄할때에행구를내어다가

그목전에서어깨에메고나가니라 8이튿날아침에여

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9인자야!이

스라엘족속곧그패역한족속이네게묻기를무엇을

하느냐하지아니하더냐 10너는그들에게말하기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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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말씀에이것은예루살렘왕과그가운데있

는이스라엘온족속에대한예조라하셨다하고 11또

말하기를나는너희징조라내가행한대로그들이당

하여사로잡혀옮겨갈지라 12무리가성벽을뚫고행구

를그리로가지고나가고그중에왕은어두울때에어

깨에행구를메고나가며눈으로땅을보지아니하려

고자기얼굴을가리우리라하라 13내가또내그물을

그의위에치고내올무에걸리게하여그를끌고갈대

아땅바벨론에이르리니그가거기서죽으려니와그

땅을보지못하리라 14내가그호위하는자와부대들

을다사방으로흩고또그뒤를따라칼을빼리라 15내

가그들을이방인가운데로흩으며열방중에헤친후

에야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6그러나내가

그중몇사람을남겨칼과기근과온역을벗어나게하

여그들로이르는이방인중에자기의모든가증한일

을자백하게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7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18인자야

! 너는떨면서네식물을먹고놀라고근심하면서네물

을마시며 19이땅백성에게말하되주여호와께서예

루살렘거민과이스라엘땅에대하여이르시기를그들

이근심하면서그식물을먹으며놀라면서그물을마

실것은이땅모든거민의강포를인하여땅에가득한

것이황무하게됨이라 20사람의거하는성읍들이황폐

하며땅이황무하리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

라하셨다하라 21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

라사대 22인자야! 이스라엘땅에서이르기를날이더

디고모든묵시가응험이없다하는너희의속담이어

찜이뇨 23그러므로너는그들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

의말씀에내가이속담을그치게하리니사람이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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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스라엘가운데서이속담을못하리라하셨다하

고또그들에게이르기를날과모든묵시의응함이가

까우니 24이스라엘족속중에허탄한묵시나아첨하는

복술이다시있지못하리라하라 25나는여호와라! 내

가말하리니내가하는말이다시는더디지아니하고

응하리라패역한족속아내가너희생전에말하고이

루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26여호

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7인자야이스

라엘족속의말이그의보는묵시는여러날후의일이

라그가먼때에대하여예언하는도다하나니 28그러

므로너는그들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나

의말이하나도다시더디지않을지니나의한말이이

루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3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는이스라엘의예언하는선지자를쳐서예언하되자

기마음에서나는대로예언하는자에게말하기를너

희는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 3주여호와의말씀에본

것이없이자기심령을따라예언하는우매한선지자

에게화있을진저 4이스라엘아너의선지자들은황무

지에있는여우같으니라 5너희선지자들이성무너진

곳에올라가지도아니하였으며이스라엘족속을위하

여여호와의날에전쟁을방비하게하려고성벽을수

축하지도아니하였느니라 6여호와께서말씀하셨다고

하는자들이허탄한것과거짓된점괘를보며사람으

로그말이굳게이루기를바라게하거니와여호와가

보낸자가아니라 7너희가말하기는여호와의말씀이

라하여도내가말한것이아닌즉어찌허탄한묵시를

보며거짓된점괘를말한것이아니냐 8그러므로나

주여호와가또말하노라너희가허탄한것을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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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것을보았은즉내가너희를치리라나주여호

와의말이니라 9그선지자들이허탄한묵시를보며거

짓것을점쳤으니내손이그들을쳐서내백성의공회

에들어오지못하게하며이스라엘족속의호적에도

기록되지못하게하며이스라엘땅에도들어가지못하

게하리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0이렇게

칠것은그들이내백성을유혹하여평강이없으나평

강이있다함이라혹이담을쌓을때에그들이회칠을

하는도다 11그러므로너는회칠하는자에게이르기를

그것이무너지리라폭우가내리며큰우박덩이가떨어

지며폭풍이열파하리니 12그담이무너진즉혹이너

희에게말하기를그것에칠한회가어디있느뇨하지

아니하겠느냐 13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

가분노하여폭풍으로열파하고내가진노하여폭우를

내리고분노하여큰우박덩이로훼멸하리라 14회칠한

담을내가이렇게훼파하여땅에넘어뜨리고그기초

를드러낼것이라담이무너진즉너희가그가운데서

망하리니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5이와같이내가

내노를담과회칠한자에게다이루고또너희에게말

하기를담도없어지고칠한자들도없어졌다하리니

16이들은예루살렘에대하여예언하여평강이없으나

평강의묵시를본다하는이스라엘의선지자들이니라

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7너인자야너

의백성중자기마음에서나는대로예언하는부녀들

을대면하여쳐서예언하여 18이르기를주여호와의

말씀에사람의영혼을사냥하고자하여방석을모든

팔뚝에꿰어매고수건을키가큰자나작은자의머리

를위하여만드는부녀들에게화있을진저너희가어찌

하여내백성의영혼을사냥하면서자기를위하여영



에스겔 1526

혼을살리려하느냐? 19너희가두어웅큼보리와두어

조각떡을위하여나를내백성가운데서욕되게하여

거짓말을지어서죽지아니할영혼을죽이고살지못

할영혼을살리는도다 20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

하노라너희가새를사냥하듯영혼들을사냥하는그

방석을내가너희팔에서떼어버리고너희가새처럼

사냥한그영혼들을놓으며 21또너희수건을찢고내

백성을너희손에서건지고다시는너희손에사냥물

이되지않게하리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22내가슬프게하지아니한의인의마음을너희가거

짓말로근심하게하며너희가또악인의손을굳게하

여그악한길에서돌이켜떠나삶을얻지못하게하였

은즉 23너희가다시는허탄한묵시를보지못하고점

복도못할지라내가내백성을너희손에서건져내리

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하셨다하라

14이스라엘장로두어사람이나아와내앞에앉으니

2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3인자야! 이

사람들이자기우상을마음에들이며죄악의거치는

것을자기앞에두었으니그들이내게묻기를내가조

금인들용납하랴 4그런즉너는그들에게말하여이르

라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이스라엘족속중에무릇

그우상을마음에들이며죄악의거치는것을자기앞

에두고선지자에게나아오는자에게는나여호와가

그우상의많은대로응답하리니 5이는이스라엘족속

이다그우상으로인하여나를배반하였으므로내가

그들의마음에먹은대로그들을잡으려함이니라 6그

런즉너는이스라엘족속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

말씀에너희는마음을돌이켜우상을떠나고얼굴을

돌이켜모든가증한것을떠나라 7이스라엘족속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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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가운데우거하는외인중에무릇나를떠나고

자기우상을마음에들이며죄악의거치는것을자기

앞에두고자기를위하여내게묻고자하여선지자에

게나아오는자에게는나여호와가친히응답하여 8그

사람을대적하여그들로놀라움과감계와속담거리가

되게하여내백성가운데서끊으리니너희가나를여

호와인줄알리라 9만일선지자가유혹을받고말을

하면나여호와가그선지자로유혹을받게하였음이

어니와내가손을펴서내백성이스라엘가운데서그

를멸할것이라 10선지자의죄악과그에게묻는자의

죄악이같은즉각각자기의죄악을담당하리니 11이는

이스라엘족속으로다시는미혹하여나를떠나지않게

하며다시는모든범죄함으로스스로더럽히지않게

하여그들로내백성을삼고나는그들의하나님이되

려함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2

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13인자야

가령어느나라가불법하여내게범죄하므로내가손

을그위에펴서그의뢰하는양식을끊어기근을내려

서사람과짐승을그나라에서끊는다하자 14비록노

아,다니엘,욥, 이세사람이거기있을지라도그들은

자기의의로자기의생명만건지리라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15가령내가사나운짐승으로그땅에통행

하여적막케하며황무케하여사람으로그짐승을인

하여능히통행하지못하게한다하자 16비록이세사

람이거기있을지라도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그

들은자녀도건지지못하고자기만건지겠고그땅은

황무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7가령내가칼

로그땅에임하게하고명하기를칼아이땅에통행하

라하여사람과짐승을거기서끊는다하자 18비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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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람이거기있을지라도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

니그들은자녀도건지지못하고자기만건지리라나

주여호와의말이니라 19가령내가그땅에온역을내

려죽임으로내분을그위에쏟아사람과짐승을거기

서끊는다하자 20비록노아,다니엘, 욥이거기있을지

라도나의삶을두고맹세하오니그들은자녀도건지

지못하고자기의의로자기의생명만건지리라나주

여호와의말이니라하시니라 21주여호와께서가라사

대내가나의네가지중한벌곧칼과기근과사나운

짐승과온역을예루살렘에함께내려사람과짐승을

그중에서끊으리니그해가더욱심하지않겠느냐 22

그러나그가운데면하는자가남아있어끌려나오리

니곧자녀들이라그들이너희에게로나아오리니너

희가그행동과소위를보면내가예루살렘에내린재

앙곧그내린모든일에대하여너희가위로를받을것

이라 23너희가그행동과소위를볼때에그들로인하

여위로를받고내가예루살렘에서행한모든일이무

고히한것이아닌줄을알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

라

15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포도나무가모든나무보다나은것이무엇이랴삼림

중여러나무가운데있는그포도나무가지가나은것

이무엇이랴 3그나무를가지고무엇을제조할수있

겠느냐그것으로무슨그릇을걸못을만들수있겠느

냐? 4불에던질화목이될뿐이라불이그두끝을사르

고그가운데도태웠으면제조에무슨소용이있겠느

냐? 5그것이온전할때에도아무제조에합당치않았

거든하물며불에살라지고탄후에어찌제조에합당

하겠느냐? 6그러므로주여호와내가말하노라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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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가운데포도나무를불에던질화목이되게한것

같이내가예루살렘거민도그같이할지라 7내가그들

을대적한즉그들이그불에서나와도불이그들을사

르리니내가그들을대적할때에너희가나를여호와

인줄알리라 8내가그땅을황무케하리니이는그들

이범법함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시니라

16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예루살렘으로그가증한일을알게하여 3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예루살렘에대하여말씀하시되네근본

과난땅은가나안이요네아비는아모리사람이요네

어미는헷사람이라 4너의난것을말하건대네가날

때에네배꼽줄을자르지아니하였고너를물로씻어

정결케하지아니하였고네게소금을뿌리지아니하였

고너를강보에싸지도아니하였나니 5너를돌아보아

이중에한가지라도네게행하여너를긍휼히여긴자

가없었으므로네가나던날에네몸이꺼린바되어네

가들에버리웠었느니라 6내가네곁으로지나갈때

에네가피투성이가되어발짓하는것을보고네게이

르기를너는피투성이라도살라다시이르기를너는

피투성이라도살라하고 7내가너로들의풀같이많

게하였더니네가크게자라고심히아름다우며유방

이뚜렷하고네머리털이자랐으나네가오히려벌거

벗은적신이더라 8내가네곁으로지나며보니네때

가사랑스러운때라내옷으로너를덮어벌거벗은것

을가리우고네게맹세하고언약하여너로내게속하

게하였었느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9내가물로

너를씻겨서네피를없이하며네게기름을바르고 10

수놓은옷을입히고물돼지가죽신을신기고가는베

로띠우고명주로덧입히고 11패물을채우고팔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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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에끼우고사슬을목에드리우고 12코고리를코에

달고귀고리를귀에달고화려한면류관을머리에씌

웠나니 13이와같이네가금은으로장식하고가는베

와명주와수놓은것을입으며또고운밀가루와꿀과

기름을먹음으로극히곱고형통하여왕후의지위에

나아갔느니라 14네화려함을인하여네명성이이방인

중에퍼졌음은내가네게입힌영화로네화려함이온

전함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5그러나네가

네화려함을믿고네명성을인하여행음하되무릇지

나가는자면더불어음란을많이행하므로네몸이그

들의것이되도다 16네가네의복을취하여색스러운

산당을너를위하여만들고거기서행음하였나니이런

일은전무후무하니라 17네가또나의준금, 은장식품

으로너를위하여남자우상을만들어행음하며 18또

네수놓은옷으로그우상에게입히고나의기름과향

으로그앞에베풀며 19또내가네게주어먹게한내

식물곧고운밀가루와기름과꿀을네가그앞에베풀

어향기를삼았나니과연그렇게하였느니라나주여

호와의말이니라 20또네가나를위하여낳은네자녀

를가져그들에게드려제물을삼아불살랐느니라네

가너의음행을작은일로여겨서 21나의자녀들을죽

여우상에게붙여불가운데로지나가게하였느냐? 22

네어렸을때에벌거벗어적신이었으며피투성이가되

어서발짓하던것을기억지아니하고네가모든가증

한일과음란을행하였느니라 23나주여호와가말하

노라너는화있을진저화있을진저네가모든악을행

한후에 24너를위하여누를건축하며모든거리에높

은대를쌓았도다 25네가높은대를모든길머리에쌓

고네아름다움을가증하게하여모든지나가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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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리를벌려심히행음하고 26하체가큰네이웃나

라애굽사람과도행음하되심히음란히하여내노를

격동하였도다 27그러므로내가내손을네위에펴서

네일용양식을감하고너를미워하는블레셋여자곧

네더러운행실을부끄러워하는자에게너를붙여임

의로하게하였거늘 28네가음욕이차지아니하여또

앗수르사람과행음하고그들과행음하고도오히려부

족히여겨 29장사하는땅갈대아에까지심히행음하되

오히려족한줄을알지못하였느니라 30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네가이모든일을행하니이는방자한음부

의행위라네마음이어찌그리약한지 31네가누를모

든길머리에건축하며높은대를모든거리에쌓고도

값을싫어하니창기같지도않도다 32그지아비대신

에외인과사통하여간음하는아내로다 33사람들은모

든창기에게선물을주거늘오직너는네모든정든자

에게선물을주며값을주어서사방에서와서너와행

음하게하니사람들은모든창기에게선물을주거늘

오직너는네모든정든자에게선물을주며값을주어

서사방에서와서너와행음하게하니 34너의음란함

이다른여인과같지아니함은행음하려고너를따르

는자가없음이며또네가값을받지아니하고도리어

줌이라그런즉다른여인과같지아니하니라 35그러므

로너음부야여호와의말을들을지어다 36나주여호

와가말하노라네가네누추한것을쏟으며네정든자

와행음함으로벗은몸을드러내며또가증한우상을

위하여네자녀의피를그우상에게드렸은즉 37내가

저의즐거워하는정든자와사랑하던모든자와미워

하던모든자를모으되사방에서모아너를대적하게

할것이요또네벗은몸을그앞에드러내어그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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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다보게할것이며 38내가또간음하고사람의피

를흘리는여인을국문함같이너를국문하여진노의

피와투기의피를네게돌리고 39내가또너를그들의

손에붙이리니그들이네누를헐며네높은대를훼파

하며네의복을벗기고네장식품을빼앗고네몸을벌

거벗겨버려두며 40무리를데리고와서너를돌로치

며칼로찌르며 41불로너의집들을사르고여러여인

의목전에서너를벌할지라내가너로곧음행을그치

게하리니네가다시는값을주지아니하리라 42그리

한즉내가네게대한내분노가그치며내투기가네게

서떠나고마음이평안하여다시는노하지아니하리라

43네가어렸을때를기억지아니하고이모든일로나

를격노케하였은즉내가네행위대로네머리에보응

하리니네가이음란과네모든가증한일을다시는행

하지아니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44무릇속

담하는자가네게대하여속담하기를어미가어떠하면

딸도그렇다하리라 45너는그남편과자녀를싫어한

어미의딸이요너는그남편과자녀를싫어한형의동

생이로다네어미는헷사람이요네아비는아모리사

람이며 46네형은그딸들과함께네좌편에거하는사

마리아요네아우는그딸들과함께네우편에거하는

소돔이라 47네가그들의행위대로만행치아니하며그

가증한대로만행치아니하고그것을적게여겨서네

모든행위가그보다더욱부패하였도다 48나주여호

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네아

우소돔곧그와그딸들은너와네딸들의행위같이

행치아니하였느니라 49네아우소돔의죄악은이러하

니그와그딸들에게교만함과식물의풍족함과태평

함이있음이며또그가가난하고궁핍한자를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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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하며 50거만하여가증한일을내앞에서행하

였음이라그러므로내가보고곧그들을없이하였느

니라 51사마리아는네죄의절반도범치아니하였느니

라네가그들보다가증한일을심히행한고로너의가

증한행위로네형과아우를의롭게하였느니라 52네

가네형과아우를논단하였은즉너도네수치를담당

할찌니라네가그들보다더욱가증한죄를범하므로

그들이너보다의롭게되었나니네가네형과아우를

의롭게하였은즉너는놀라며네수치를담당할지니라

53내가그들의사로잡힘곧소돔과그딸들의사로잡

힘과사마리아와그딸들의사로잡힘과그들중에너

의사로잡힌자의사로잡힘을돌이켜서 54너로네수

욕을담당하고너의행한모든일을인하여부끄럽게

하리니이는네가그들에게위로가됨이라 55네아우

소돔과그딸들이옛지위를회복할것이요사마리아

와그딸들도그옛지위를회복할것이며너와네딸들

도너희옛지위를회복할것이니라 56네가교만하던

때에네아우소돔을네입으로말하지도아니하였나

니 57곧네악이드러나기전에며아람딸들이너를능

욕하기전에며너의사방에둘러있는블레셋딸들이

너를멸시하기전에니라 58네음란과네가증한일을

네가담당하였느니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 59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네가맹세를멸시하여언약을배반

하였은즉내가네행한대로네게행하리라 60그러나

내가너의어렸을때에너와세운언약을기억하고너

와영원한언약을세우리라 61네가네형과아우를접

대할때에네행위를기억하고부끄러워할것이라내

가그들을네게딸로주려니와네언약으로말미암음

이아니니라 62내가네게내언약을세워서너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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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인줄알게하리니 63이는내가네모든행한일

을용서한후에너로기억하고놀라고부끄러워서다

시는입을열지못하게하려함이니라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하셨다하라

17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는수수께끼와비유를이스라엘족속에게베풀어 3

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채색이구비하고날개가

크고깃이길고털이숱한큰독수리가레바논에이르

러백향목높은가지를취하되 4그연한가지끝을꺾

어가지고장사하는땅에이르러상고의성읍에두고 5

또그땅의종자를취하여옥토에심되수양버들가지

처럼큰물가에심더니 6그것이자라며퍼져서높지

아니한포도나무곧굵은가지와가는가지가난포도

나무가되어그가지는독수리를향하였고그뿌리는

독수리의아래있었더라 7또날개가크고털이많은

큰독수리에게물을받으려고그심긴두둑에서그를

향하여뿌리가발하고가지가퍼졌도다 8그포도나무

를큰물가옥토에심은것은가지를내고열매를맺어

서아름다운포도나무를이루게하려하였음이니라 9

너는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그나무가능히번

성하겠느냐이독수리가어찌그뿌리를빼고실과를

따며그나무로시들게하지아니하겠으며그연한잎

사귀로마르게하지아니하겠느냐많은백성이나강한

팔이아니라도그뿌리를뽑으리라 10볼지어다그것이

심겼으나번성하겠느냐동풍이부딪힐때에아주마르

지아니하겠느냐그자라던두둑에서마르리라하셨다

하라 11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12

너는패역한족속에게묻기를너희가이비유를깨닫

지못하겠느냐하고그들에게고하기를바벨론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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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이르러왕과방백을사로잡아바벨론자기

에게로끌어가고 13그왕족중에하나를택하여언약

을세우고그로맹세케하고또그땅의능한자들을옮

겨갔나니 14이는나라를낮추어스스로서지못하고

그언약을지켜야능히서게하려하였음이어늘 15그

가사자를애굽에보내어말과군대를구함으로바벨

론왕을배반하였으니형통하겠느냐이런일을행한

자가피하겠느냐언약을배반하고야피하겠느냐 16나

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

니바벨론왕이그를왕으로세웠거늘그가맹세를업

신여겨언약을배반하였은즉그왕의거하는곳바벨

론중에서왕과함께있다가죽을것이라 17대적이토

성을쌓으며운제를세우고많은사람을멸절하려할

때에바로가그큰군대와많은무리로도그전쟁에그

를도와주지못하리라 18그가이미손을내어밀어언

약하였거늘맹세를업신여겨언약을배반하고이모든

일을행하였으니피하지못하리라 19그러므로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

그가내맹세를업신여기고내언약을배반하였은즉

내가그죄를그머리에돌리되 20내그물을그위에베

풀며내올무에걸리게하여끌고바벨론으로가서나

를반역한그반역을거기서국문할지며 21그모든군

대에서도망한자들은다칼에엎드러질것이요그남

은자는사방으로흩어지리니나여호와가이것을말

한줄을너희가알리라 22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

가또백향목꼭대기에서높은가지를취하여심으리

라내가그높은새가지끝에서연한가지를꺾어높고

빼어난산에심되 23이스라엘높은산에심으리니그

가지가무성하고열매를맺어서아름다운백향목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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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것이요각양새가그아래깃들이며그가지그늘에

거할지라 24들의모든나무가나여호와는높은나무

를낮추고낮은나무를높이며푸른나무를말리우고

마른나무를무성케하는줄알리라나여호와는말하

고이루느니라하라

18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너희

가이스라엘땅에대한속담에이르기를아비가신포

도를먹었으므로아들의이가시다고함은어찜이뇨 3

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

노니너희가이스라엘가운데서다시는이속담을쓰

지못하게되리라 4모든영혼이다내게속한지라아

비의영혼이내게속함같이아들의영혼도내게속하

였나니범죄하는그영혼이죽으리라 5사람이만일의

로워서법과의를따라행하며 6산위에서제물을먹

지아니하며이스라엘족속의우상에게눈을들지아

니하며이웃의아내를더럽히지아니하며월경중에

있는여인을가까이하지아니하며 7사람이학대하지

아니하며빚진자의전당물을도로주며억탈하지아

니하며주린자에게식물을주며벗은자에게옷을입

히며 8변을위하여꾸이지아니하며이식을받지아니

하며스스로손을금하여죄악을짓지아니하며사람

사람사이에진실히판단하며 9내율례를좇으며내

규례를지켜진실히행할진대그는의인이니정녕살

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0가령그가아들을낳

았다하자그아들이이모든선은하나도행치아니하

고이악중하나를범하여강포하거나살인하거나 11

산위에서제물을먹거나이웃의아내를더럽히거나

12가난하고궁핍한자를학대하거나억탈하거나빚진

자의전당물을도로주지아니하거나우상에게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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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거나가증한일을행하거나 13변을위하여꾸이거나

이식을받거나할진대그가살겠느냐살지못하리니

이모든가증한일을행하였은즉정녕죽을지라자기

의피가자기에게돌아가리라 14또가령그가아들을

낳았다하자그아들이그아비의행한모든죄를보고

두려워하여그대로행하지아니하고 15산위에서제물

을먹지도아니하며이스라엘족속의우상에게눈을

들지도아니하며이웃의아내를더럽히지도아니하며

16사람을학대하지도아니하며전당을잡지도아니하

며억탈하지도아니하고주린자에게식물을주며벗

은자에게옷을입히며 17손을금하여가난한자를압

제하지아니하며변이나이식을취하지아니하여내

규례를지키며내율례를행할진대이사람은그아비

의죄악으로인하여죽지아니하고정녕살겠고 18그

아비는심히포학하여그동족을억탈하고민간에불

선을행하였으므로그는그죄악으로인하여죽으리라

19그런데너희는이르기를아들이어찌아비의죄를

담당치않겠느뇨하는도다아들이법과의를행하며

내모든율례를지켜행하였으면그는정녕살려니와

20범죄하는그영혼은죽을지라아들은아비의죄악을

담당치아니할것이요아비는아들의죄악을담당치

아니하리니의인의의도자기에게로돌아가고악인의

악도자기에게로돌아가리라 21그러나악인이만일그

행한모든죄에서돌이켜떠나내모든율례를지키고

법과의를행하면정녕살고죽지아니할것이라 22그

범죄한것이하나도기억함이되지아니하리니그행

한의로인하여살리라 23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

가어찌악인의죽는것을조금인들기뻐하랴그가돌

이켜그길에서떠나서사는것을어찌기뻐하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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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느냐 24만일의인이돌이켜그의에서떠나서범

죄하고악인의행하는모든가증한일대로행하면살

겠느냐그행한의로운일은하나도기억함이되지아

니하리니그가그범한허물과그지은죄로인하여죽

으리라 25그런데너희는이르기를주의길이공평치

않다하는도다이스라엘족속아들을지어다내길이

어찌공평치아니하냐너희길이공평치않은것이아

니냐 26만일의인이그의를떠나죄악을행하고인하

여죽으면그행한죄악으로인하여죽는것이요 27만

일악인이그행한악을떠나법과의를행하면그영혼

을보전하리라 28그가스스로헤아리고그행한모든

죄악에서돌이켜떠났으니정녕살고죽지아니하리라

29그런데이스라엘족속은이르기를주의길이공평치

않다하는도다이스라엘족속아나의길이어찌공평

치아니하냐너희길이공평치않은것이아니냐 30나

주여호와가말하노라이스라엘족속아내가너희각

사람의행한대로국문할지니라너희는돌이켜회개하

고모든죄에서떠날지어다그리한즉죄악이너희를

패망케아니하리라 31너희는범한모든죄악을버리고

마음과영을새롭게할지어다이스라엘족속아너희가

어찌하여죽고자하느냐 32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죽는자의죽는것은내가기뻐하지아니하노니너희

는스스로돌이키고살지니라

19너는이스라엘방백들을위하여애가를지어 2부

르기를네어미는무엇이냐암사자라그가사자들가

운데엎드리어젊은사자중에서그새끼를기르는데 3

그새끼하나를키우매젊은사자가되어식물움키기

를배워사람을삼키매 4이방이듣고함정으로그를

잡아갈고리로꿰어끌고애굽땅으로간지라 5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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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다리다가소망이끊어진줄을알고그새끼하나

를또취하여젊은사자가되게하니 6젊은사자가되

매여러사자가운데왕래하며식물움키기를배워사

람을삼키며 7그의궁실들을헐고성읍들을훼파하니

그우는소리로인하여땅과그가득한것이황무한지

라 8이방이둘려있는지방에서그를치러와서그의

위에그물을치고함정에잡아 9갈고리로꿰고철롱에

넣어끌고바벨론왕에게이르렀나니그를옥에가두

어서그소리로다시이스라엘산에들리지않게하려

함이니라 10네피의어미는물가에심긴포도나무같

아서물이많으므로실과가많고가지가무성하며 11

그가지들은견강하여권세잡은자의홀이될만한데

그하나의키가굵은가지가운데서높았으며많은가

지가운데서뛰어나서보이다가 12분노중에뽑혀서

땅에던짐을당하매그실과는동풍에마르고그견강

한가지들은꺾이고말라불에탔더니 13이제는광야,

메마르고가물이든땅에심긴바되고 14불이그가지

중하나에서부터나와서그실과를태우니권세잡은

자의홀이될만한견강한가지가없도다이것이애가

라후에도애가가되리라

20제칠년오월십일에이스라엘장로두어사람이

여호와께물으려고와서내앞에앉으니 2여호와의말

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3인자야이스라엘장로들

에게고하여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너희가내

게물으려고왔느냐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

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너희가내게묻기를내가용

납지아니하리라하셨다하라 4인자야네가그들을국

문하려느냐네가그들을국문하려하느냐너는그들로

그열조의가증한일을알게하여 5이르기를주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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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말씀에옛날에내가이스라엘을택하고야곱집

의후예를향하여맹세하고애굽땅에서그들에게나

타나서맹세하여이르기를나는여호와너희하나님이

라하였었노라 6그날에내가그들에게맹세하기를애

굽땅에서인도하여내어서그들을위하여찾아두었

던땅곧젖과꿀이흐르는땅이요모든땅중의아름다

운곳에이르게하리라하고 7또그들에게이르기를

너희는눈을드는바가증한것을각기버리고애굽의

우상들로스스로더럽히지말라나는여호와너희하

나님이니라하였으나 8그들이내게패역하여내말을

즐겨듣지아니하고그눈을드는바가증한것을각기

버리지아니하며애굽의우상들을떠나지아니하므로

내가말하기를내가애굽땅에서나의분을그들의위

에쏟으며노를그들에게이루리라하였었노라 9그러

나내가그들의거하는이방인의목전에서그들에게

나타나서그들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었었나니이

는내이름을위함이라내이름을그이방인의목전에

서더럽히지않으려하여행하였음이로라 10그러므로

내가그들로애굽땅에서나와서광야에이르게하고

11사람이준행하면그로인하여삶을얻을내율례를

주며내규례를알게하였고 12또나는그들을거룩하

게하는여호와인줄알게하려하여내가내안식일을

주어그들과나사이에표징을삼았었노라 13그러나

이스라엘족속이광야에서내게패역하여사람이준행

하면그로인하여삶을얻을나의율례를준행치아니

하며나의규례를멸시하였고나의안식일을크게더

럽혔으므로내가이르기를내가내분노를광야에서

그들의위에쏟아멸하리라하였으나 14내가내이름

을위하여달리행하였었나니내가그들을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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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것을목도한열국앞에서내이름을더럽히지아

니하려하였음이로라 15또내가광야에서그들에게맹

세하기를내가그들에게허한땅곧젖과꿀이흐르는

땅이요모든땅중의아름다운곳으로그들을인도하

여들이지아니하리라한것은 16그들이마음으로우

상을좇아나의규례를업신여기며나의율례를행치

아니하며나의안식일을더럽혔음이니라 17그러나내

가그들을아껴보아광야에서멸하여아주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18내가광야에서그들의자손에게이

르기를너희열조의율례를좇지말며그규례를지키

지말며그우상들로스스로더럽히지말라 19나는여

호와너희하나님이라너희는나의율례를좇으며나

의규례를지켜행하고 20또나의안식일을거룩하게

할지어다이것이나와너희사이에표징이되어너희

로내가여호와너희하나님인줄알게하리라하였었

노라 21그러나그자손이내게패역하여사람이준행

하면그로인하여삶을얻을나의율례를좇지아니하

며나의규례를지켜행하지아니하였고나의안식일

을더럽혔는지라이에내가이르기를내가광야에서

내분을그들의위에쏟으며내노를그들에게이루리

라하였으나 22내가내이름을위하여내손을금하고

달리행하였었나니내가그들을인도하여내는것을

목도한열국앞에서내이름을더럽히지아니하려하

였음이로다 23또내가광야에서그들에게맹세하기를

내가그들을이방인중에흩으며열방중에헤치리라

하였었나니 24이는그들이나의규례를행치아니하며

나의율례를멸시하며내안식일을더럽히고눈으로

그열조의우상들을사모함이며 25또내가그들에게

선치못한율례와능히살게하지못할규례를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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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그들이장자를다화제로드리는그예물로내가그

들을더럽혔음은그들로멸망케하여나를여호와인

줄알게하려하였음이니라 27그런즉인자야이스라엘

족속에게고하여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너희

열조가또내게범죄하여나를욕되게하였느니라 28

내가그들에게주기로맹세한땅으로그들을인도하여

들였더니그들이모든높은산과모든무성한나무를

보고거기서제사를드리고격노케하는제물을올리

며거기서또분향하고전제를부어드린지라 29이에

내가그들에게이르기를너희가다니는산당이무엇이

냐하였노라 (그것을오늘날까지바마라일컫느니라)

30그러므로너는이스라엘족속에게이르기를주여호

와의말씀에너희가열조의풍속을따라스스로더럽

히며그모든가증한것을좇아행음하느냐 31너희가

또너희아들로화제를삼아예물로드려오늘날까지

우상들로스스로더럽히느냐이스라엘족속아너희가

내게묻기를내가용납하겠느냐나주여호와가말하

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너희가내게묻

기를내가용납지아니하리라 32너희가스스로이르기

를우리가이방인곧열국족속같이되어서목석을숭

배하리라하거니와너희마음에품은것을결코이루

지못하리라 33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

을두고맹세하노니내가능한손과편팔로분노를쏟

아너희를단정코다스릴지라 34능한손과편팔로분

노를쏟아너희를열국중에서나오게하며너희의흩

어진열방중에서모아내고 35너희를인도하여열국

광야에이르러거기서너희를대면하여국문하되 36내

가애굽땅광야에서너희열조를국문한것같이너희

를국문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37내가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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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막대기아래로지나게하며언약의줄로매려니와

38너희가운데서패역한자와내게범죄한자를모두

제하여버릴지라그들을그우거하던땅에서는나오게

하여도이스라엘땅에는들어가지못하게하리니너희

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39나주여호와가말하노

라이스라엘족속아너희가내말을듣지아니하려거

든가서각각그우상을섬기고이후에도그리하려무

나마는다시는너희예물과너희우상들로내거룩한

이름을더럽히지말지니라 40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이스라엘온족속이그땅에있어서내거룩한산곧이

스라엘의높은산에서다나를섬기리니거기서내가

그들을기쁘게받을지라거기서너희예물과너희천

신하는첫열매와너희모든성물을요구하리라 41내

가너희를인도하여열국중에서나오게하고너희의

흩어진열방중에서모아낼때에내가너희를향기로

받고내가또너희로말미암아내거룩함을열국의목

전에서나타낼것이며 42내가너희열조에게주기로

맹세한땅곧이스라엘땅으로너희를인도하여들일

때에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고 43거기서너희의

길과스스로더럽힌모든행위를기억하고이미행한

모든악을인하여스스로미워하리라 44이스라엘족속

아내가너희의악한길과더러운행위대로하지아니

하고내이름을위하여행한후에야너희가나를여호

와인줄알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45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46인자야

너는얼굴을남으로향하라남으로향하여소리내어

남방들의삼림을쳐서예언하라 47남방삼림에게이르

기를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주여호와의말씀에

내가너의가운데불을일으켜모든푸른나무와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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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나무를멸하리니맹렬한불꽃이꺼지지아니하고

남에서북까지모든얼굴이그슬릴지라 48무릇혈기

있는자는나여호와가그불을일으킨줄을알리니그

것이꺼지지아니하리라하셨다하라하시기로 49내가

가로되오호라주여호와여그들이나를가리켜말하

기를그는비유로말하는자가아니냐하나이다하니

라

21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너는얼굴을예루살렘으로향하며성소를향하여

소리내어이스라엘땅을쳐서예언하라 3이스라엘땅

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내가너를대적하여

내칼을집에서빼어의인과악인을네게서끊을지라 4

내가의인과악인을네게서끊을터이므로내칼을집

에서빼어무릇혈기있는자를남에서북까지치리니

5무릇혈기있는자는나여호와가내칼을집에서빼

어낸줄을알지라칼이다시꽂혀지지아니하리라하

셨다하라 6인자야너는탄식하되허리가끊어지는듯

이그들의목전에서슬피탄식하라 7그들이네게묻기

를네가어찌하여탄식하느냐?하거든대답하기를소

문을인함이라재앙이오나니각마음이녹으며모든

손이약하여지며각영이쇠하며모든무릎이물과같

이약하리라보라재앙이오나니정녕이루리라나주

여호와의말이니라하라 8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

하여가라사대 9인자야너는예언하여이르기를여호

와의말씀에칼이여, 칼이여날카롭고도마광되었도다

10그칼이날카로움은살륙을위함이요마광됨은번개

같이되기위함이니우리가즐거워하겠느냐내아들의

홀이모든나무를업신여기는도다 11그칼이손에잡

아쓸만하도록마광되되살륙하는자의손에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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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날카롭고도마광되었도다하셨다하라 12인자

야너는부르짖어슬피울지어다이것이내백성에게

임하며이스라엘모든방백에게임함이로다그들과내

백성이함께칼에붙인바되었으니너는네넓적다리

를칠지어다 13이것이시험이라만일업신여기는홀이

없어지면어찌할꼬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4그러므

로인자야너는예언하며손뼉을쳐서칼로세번거듭

씌우게하라이칼은중상케하는칼이라밀실에들어

가서대인을중상케하는칼이로다 15내가그들로낙

담하여많이엎드러지게하려고그모든성문을향하

여번쩍번쩍하는칼을베풀었도다오호라그칼이번

개같고살륙을위하여날카로왔도다 16칼아모이라

우향하라항오를차리라좌향하라향한대로가라 17나

도내손뼉을치며내분을다하리로다나여호와의말

이니라 18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19

인자야너는바벨론왕의칼이올두길을한땅에서나

오도록그리되곧성으로들어가는길머리에다가길

이나뉘는지시표를하여 20칼이암몬족속의랍바에

이르는길과유다견고한성예루살렘에이르는길을

그리라 21바벨론왕이갈랫길곧두길머리에서서점

을치되살들을흔들어우상에게묻고희생의간을살

펴서 22오른손에예루살렘으로갈점괘를얻었으므로

공성퇴를베풀며입을벌리고살륙하며소리를높여

외치며성문을향하여공성퇴를베풀고토성을쌓고

운제를세우게되었나니 23전에그들에게맹약한자들

은그것을헛점으로여길것이나바벨론왕은그죄악

을기억하고그무리를잡으리라 24그러므로나주여

호와가말하노라너희의악이기억을일으키며너희의

건과가드러나며너희모든행위의죄가나타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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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기억한바되었은즉그손에잡히리라 25너극

악하여중상을당할이스라엘왕아네날이이르렀나

니곧죄악의끝때니라 26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관

을제하며면류관을벗길지라그대로두지못하리니

낮은자를높이고높은자를낮출것이니라 27내가엎

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이것도

다시있지못하리라마땅히얻을자가이르면그에게

주리라 28인자야주여호와께서암몬족속과그능욕

에대하여말씀하셨다고너는예언하라너는이르기를

칼이뽑히도다칼이뽑히도다살륙하며멸절하며번개

같이되기위하여마광되었도다 29네게대하여허무한

것을보며네게대하여거짓복술을하는자가너를중

상을당한악인의목위에두리니이는그의날곧죄악

의끝때가이름이로다 30그러나칼을그집에꽂을지

어다네가지음을받은곳에서너의생장한땅에서내

가너를국문하리로다 31내가내분노를네게쏟으며

내진노의불을네게불고너를짐승같은자곧멸하기

에익숙한자의손에붙이리로다 32네가불에섶과같

이될것이며네피가나라가운데있을것이며네가다

시기억되지못할것이니나여호와가말하였음이니라

하라

22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네가국문하려느냐?이피흘린성읍을국문하려느

냐?그리하거든자기의모든가증한일을그들로알게

하라 3너는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자기가운데

피를흘려벌받을때로이르게하며우상을만들어스

스로더럽히는성아 4네가흘린피로인하여죄가있

고네가만든우상으로인하여스스로더럽혔으니네

날이가까왔고네연한이찼도다그러므로내가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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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의능욕을받으며만국의조롱거리가되게하였노

라 5너이름이더럽고어지러움이많은자여가까운

자나먼자나다너를조롱하리라 6이스라엘모든방

백은각기권세대로피를흘리려고네가운데있었도

다 7그들이네가운데서부모를업신여겼으며네가운

데서나그네를학대하였으며네가운데서고아와과부

를해하였도다 8너는나의성물들을업신여겼으며나

의안식일을더럽혔으며 9네가운데피를흘리려고이

간을붙이는자도있었으며네가운데산위에서제물

을먹는자도있었으며네가운데음란하는자도있었

으며 10네가운데자기아비의하체를드러내는자도

있었으며네가운데월경하는부정한여인에게구합하

는자도있었으며 11혹은그이웃의아내와가증한일

을행하였으며혹은그며느리를더럽혀음행하였으며

네가운데혹은그자매곧아비의딸과구합하였으며

12네가운데피를흘리려고뇌물을받는자도있었으

며네가변전과이식을취하였으며이를탐하여이웃

에게토색하였으며나를잊어버렸도다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13너의불의를행하여이를얻은일과네가

운데피흘린일을인하여내가손뼉을쳤나니 14내가

네게보응하는날에네마음이견디겠느냐네손이힘

이있겠느냐나여호와가말하였으니이룰지라 15내가

너를열국중에흩으며각나라에헤치고너의더러운

것을네가운데서멸하리라 16네가자기까닭으로열

국의목전에서수치를당하리니나를여호와인줄알

리라하셨다하라 17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

라사대 18인자야이스라엘족속이내게찌끼가되었나

니곧풀무가운데있는놋이나상납이나철이나납이

며은의찌끼로다 19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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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너희가다찌끼가되었은즉내가너희를예루살렘

가운데로모으고 20사람이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납

이나, 상납이나모아서풀무속에넣고불을불어녹이

는것같이내가노와분으로너희를모아거기두고녹

일지라 21내가너희를모으고내분노의불을너희에

게분즉너희가그가운데서녹되 22은이풀무가운데

서녹는것같이너희가그가운데서녹으리니나여호

와가분노를너희위에쏟은줄을너희가알리라 23여

호와의말씀이네게임하여가라사대 24인자야너는

그에게이르기를너는정결함을얻지못한땅이요진

노의날에비를얻지못한땅이로다하라 25그가운데

서선지자들의배역함이우는사자가식물을움킴같

았도다그들이사람의영혼을삼켰으며전재와보물을

탈취하며과부로그가운데많게하였으며 26그제사

장들은내율법을범하였으며나의성물을더럽혔으며

거룩함과속된것을분변치아니하였으며부정함과정

한것을사람으로분변하게하지아니하였으며그눈

을가리워나의안식일을보지아니하였으므로내가

그가운데서더럽힘을받았느니라 27그가운데그방

백들은식물을삼키는이리같아서불의의이를취하

려고피를흘려영혼을멸하거늘 28그선지자들이그

들을위하여회를칠하고스스로허탄한이상을보며

거짓복술을행하며여호와가말하지아니하였어도주

여호와의말씀이라하였으며 29이땅백성은강포하며

늑탈하여가난하고궁핍한자를압제하였으며우거한

자를불법하게학대하였으므로 30이땅을위하여성을

쌓으며성무너진데를막아서서나로멸하지못하게

할사람을내가그가운데서찾다가얻지못한고로 31

내가내분으로그위에쏟으며내진노의불로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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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행위대로그머리에보응하였느니라나주여호와

의말이니라

23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두여인이있었으니한어미의딸이라 3그들이애

굽에서행음하되어렸을때에행음하여그들의유방이

눌리며그처녀의가슴이어루만진바되었었나니 4그

이름이형은오홀라요아우는오홀리바라그들이내게

속하여자녀를낳았나니그이름으로말하면오홀라는

사마리아요오홀리바는예루살렘이니라 5오홀라가

내게속하였을때에행음하여그연애하는자곧그이

웃앗수르사람을사모하였나니 6그들은다자색옷을

입은방백과감독이요준수한소년, 말타는자들이라

7그가앗수르중에잘생긴그모든자들과행음하고

누구를연애하든지그들의모든우상으로스스로더럽

혔으며 8그가젊었을때에애굽사람과동침하매그처

녀의가슴이어루만진바되며그몸에음란을쏟음을

당한바되었더니그가그때부터행음함을마지아니

하였느니라 9그러므로내가그를그정든자곧그연

애하는앗수르사람의손에붙였더니 10그들이그하

체를드러내고그자녀를빼앗으며칼로그를죽여그

누명을여자에게드러내었나니이는그들이그에게심

문을행함이니라 11그아우오홀리바가이것을보고도

그형보다음욕을더하며그형의간음함보다그간음

이더심하므로그형보다더부패하여졌느니라 12그

가그이웃앗수르사람을연애하였나니그들은화려

한의복을입은방백과감독이요말타는자들과준수

한소년이었느니라 13그두여인이한길로행하므로

그도더러워졌음을내가보았노라 14그가음행을더하

였음은붉은것으로벽에그린사람의형상곧갈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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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형상을보았음이니 15그형상은허리를띠로

동이고머리를긴수건으로쌌으며용모는다존귀한

자곧그고토갈대아바벨론사람같은것이라 16그가

보고곧연애하여사자를갈대아그들에게로보내매

17바벨론사람이나아와연애하는침상에올라음란으

로그를더럽히매그가더럽힘을입은후에그들을싫

어하는마음이생겼느니라 18그가이와같이그음행

을나타내며그하체를드러내므로내마음이그형을

싫어한것같이그를싫어하였으나 19그가그음행을

더하여그젊었을때곧애굽땅에서음행하던때를생

각하고 20그하체는나귀같고그정수는말같은음란

한간부를연애하였도다 21네가젊었을때에행음하여

애굽사람에게네가슴과유방이어루만진바되었던

것을오히려생각하도다 22그러므로오홀리바야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너의연애하다가싫어하던자

들을격동시켜서그들로사방에서와서너를치게하

리니 23그들은바벨론사람과갈대아모든무리브곳

과소아와고아사람과또그와함께한모든앗수르사

람곧준수한소년이며다방백과감독이며귀인과유

명한자,다말타는자들이라 24그들이병기와병거와

수레와크고작은방패를이끌고투구쓴군대를거느

리고치러와서너를에워쌀지라내가심문권을그들

에게맡긴즉그들이그심문권대로너를심문하리라

25내가너를향하여투기를발하리니그들이분노로

네게행하여네코와귀를깎아버리고남은자를칼로

엎드러뜨리며네자녀를빼앗고그남은자를불에사

르며 26또네옷을벗기며네장식품을빼앗을지라 27

이와같이내가네음란과애굽땅에서부터음행하던

것을그치게하여너로그들을향하여눈을들지도못



에스겔 1551

하게하며다시는애굽을기억하지도못하게하리라

28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너의미워하는자와

네마음에싫어하는자의손에너를붙이리니 29그들

이미워하는마음으로네게행하여네모든수고한것

을빼앗고너를벌거벗겨적신으로두어서네음행의

벗은몸곧네음란하며음행하던것을드러낼것이라

30네가이같이당할것은네가음란히이방을좇고그

우상들로더럽혔음이로다 31네가네형의길로행하였

은즉내가그의잔을네손에주리라 32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깊고크고가득히담긴네형의잔을네가마

시고비소와조롱을당하리라 33네가네형사마리아

의잔곧놀람과패망의잔에넘치게취하고근심할지

라 34네가그잔을다기울여마시고그깨어진조각을

씹으며네유방을꼬집을것은내가이렇게말하였음

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35그러므로나주여

호와가말하노라네가나를잊었고또나를네등뒤에

버렸은즉너는네음란과네음행의죄를담당할지니

라하시니라 36여호와께서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

네가오홀라와오홀리바를국문하려느냐그러면그가

증한일을그들에게고하라 37그들이행음하였으며피

를손에묻혔으며또그우상과행음하며내게낳아준

자식들을우상을위하여화제로살랐으며 38이외에도

그들이내게행한것이있나니당일에내성소를더럽

히며내안식일을범하였도다 39그들이자녀를죽여

그우상에게드린당일에내성소에들어와서더럽혔

으되그들이내성전가운데서그렇게행하였으며 40

또사자를원방에보내어사람을불러오게하고그들

이오매그들을위하여목욕하며눈썹을그리며스스

로단장하고 41화려한자리에앉아앞에상을베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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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과기름을그위에놓고 42그무리와편히지껄이

고즐겼으며또광야에서잡류와술취한사람을청하

여오매그들이팔쇠를그손목에끼우고아름다운면

류관을그머리에씌웠도다 43내가음행으로쇠한여

인을가리켜말하노라그가그래도그들과피차행음

하는도다 44그들이그에게나아오기를기생에게나아

옴같이음란한여인오홀라와오홀리바에게나아왔은

즉 45의인이음부를심문함같이심문하며피를흘린

여인을심문함같이심문하리니그들은음부요또피

가그손에묻었음이니라 46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내가군대를거느리고와서치게하여그들로학대와

약탈을당하게하리니 47그군대가그들을돌로치며

칼로죽이고그자녀도죽이며그집들을불사르리라

48이와같이내가이땅에서음란을그치게한즉모든

여인이경성하여너희음행을본받지아니하리라 49그

들이너희음란으로너희에게보응한즉너희가모든

우상을위하던죄를담당할지라너희가나를주여호

와인줄알리라하시니라

24제구년시월십일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

가라사대 2인자야너는날짜곧오늘날을기록하라바

벨론왕이오늘날예루살렘에핍근하였느니라 3너는

이패역한족속에게비유를베풀어이르기를주여호

와의말씀에한가마를걸라 4건후에물을붓고양떼

에서고른것을가지고각을뜨고그넓적다리와어깨

고기의모든좋은덩이를그가운데모아넣으며고른

뼈를가득히담고그뼈를위하여가마밑에나무를쌓

아넣고잘삶되가마속의뼈가무르도록삶을지어다

5 (4절과같음) 6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피

흘린성읍, 녹슨가마곧그속의녹을없이하지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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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여화있을진저제비뽑을것도없이그덩이를일

일이꺼낼지어다 7그피가그가운데있음이여피를

땅에쏟아서티끌이덮이게하지않고말간반석위에

두었도다 8내가그피를말간반석위에두고덮이지

않게함은분노를발하여보응하려함이로라 9그러므

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화있을진저피를흘린성

읍이여내가또나무무더기를크게하리라 10나무를

많이쌓고불을피워그고기를삶아녹이고국물을졸

이고그뼈를태우고 11가마가빈후에는숯불위에놓

아뜨겁게하며그가마의놋을달궈서그속에더러운

것을녹게하며녹이소멸하게하라 12이성읍이수고

하므로스스로곤비하나많은녹이그속에서벗어지

지아니하며불에서도없어지지아니하는도다 13너의

더러운중에음란이하나이라내가너를정하게하나

네가정하여지지아니하니내가네게향한분노를풀

기전에는네더러움이다시정하여지지아니하리라

14나여호와가말하였은즉그일이이룰지라내가돌

이키지도아니하며아끼지도아니하며뉘우치지도아

니하고행하리니그들이네모든행위대로너를심문

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5여호

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16인자야내가

네눈에기뻐하는것을한번쳐서빼앗으리니너는슬

퍼하거나울거나눈물을흘리거나하지말며 17죽은

자들을위하여슬퍼하지말고종용히탄식하며수건으

로머리를동이고발에신을신고입술을가리우지말

고사람의부의하는식물을먹지말라하신지라 18내

가아침에백성에게고하였더니저녁에내아내가죽

기로아침에내가받은명령대로행하매 19백성이내

게이르되네가행하는이일이우리에게무슨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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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너는우리에게고하지아니하겠느냐하므로 20

내가그들에게대답하기를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

여가라사대 21너는이스라엘족속에게이르기를주

여호와의말씀에내성소는너희세력의영광이요너

희눈의기쁨이요너희마음에아낌이되거니와내가

더럽힐것이며너희의버려둔자녀를칼에엎드러지게

할지라 22너희가에스겔의행한바와같이행하여입

술을가리우지아니하며사람의식물을먹지아니하며

23수건으로머리를동인채발에신을신은채로두고

슬퍼하지도아니하며울지도아니하되죄악중에쇠패

하여피차바라보고탄식하리라 24이와같이에스겔이

너희에게표징이되리니그가행한대로너희가다행

할지라이일이이루면너희가나를주여호와인줄알

리라하라하셨느니라 25인자야내가그힘과그즐거

워하는영광과그눈의기뻐하는것과그마음의간절

히생각하는자녀를제하는날 26곧그날에도피한자

가네게나아와서네귀에그일을들리지아니하겠느

냐 27그날에네입이열려서도피한자에게말하고다

시는잠잠하지아니하리라이와같이너는그들에게

표징이되고그들은내가여호와인줄알리라

25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암몬족속을향하여그들을쳐서예언하라너는암

몬족속에게이르기를너희는주여호와의말씀을들

을지어다주여호와의말씀에내성소를더럽힐때에

네가그것을대하여, 이스라엘땅이황무할때에네가

그것을대하여, 유다족속이사로잡힐때에네가그들

을대하여이르기를아하좋다하였도다 3 (2절과같음)

4그러므로내가너를동방사람에게기업으로붙이리

니그들이네가운데진을치며네가운데그거처를베



에스겔 1555

풀며네실과를먹으며네젖을마실지라 5내가랍바

로약대의우리를만들며암몬족속의땅으로양무리

의눕는곳을삼은즉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6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네가이스라엘땅을대하여

손뼉을치며발을구르며마음을다하여멸시하며즐

거워하였나니 7그런즉내가손을네위에펴서너를

다른민족에게붙여노략을당하게하며너를만민중

에끊어버리며너를열국중에서패망케하여멸하리

니네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하셨다하라 8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모압과세일이이르기를유다족속

은모든이방과일반이라하도다 9그러므로내가모압

의한편곧그나라변경에있는영화로운성읍들벧여

시못과바알므온과기랴다임을열고 10암몬족속일반

으로동방사람에게붙여기업을삼게할것이라암몬

족속으로다시는이방가운데서기억되지아니하게하

려니와 11내가모압에벌을내리리니그들이나를여

호와인줄알리라 12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에돔이

유다족속을쳐서원수를갚았고원수를갚음으로심

히범죄하였도다 13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내가내손을에돔위에펴서사람과짐승을그가운데

서끊어데만에서부터황무하게하리니드단까지칼에

엎드러지리라 14내가내백성이스라엘의손을빙자하

여내원수를에돔에게갚으리니그들이내노와분을

따라에돔에행한즉내가원수를갚음인줄을에돔이

알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5나주여호와가말

하노라블레셋사람이옛날부터미워하여멸시하는마

음으로원수를갚아진멸코자하였도다 16그러므로나

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블레셋사람위에손을펴

서그렛사람을끊으며해변에남은자를진멸하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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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책벌로내원수를그들에게크게갚으리라내

가그들에게원수를갚은즉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

알리라하시니라

26제십일년어느날초일일에여호와의말씀이내

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두로가예루살렘을쳐서

이르기를아하좋다만민의문이깨어져서내게로돌

아왔도다그가황무하였으니내가충만함을얻으리라

하였도다 3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두로야

내가너를대적하여바다가그파도로흉용케함같이

열국으로와서너를치게하리니 4그들이두로의성벽

을훼파하며그망대를헐것이요나도티끌을그위에

서쓸어버려서말간반석이되게하며 5바다가운데

그물치는곳이되게하리니내가말하였음이니라나

주여호와의말이니라그가이방의노략거리가될것

이요 6들에있는그의딸들은칼에죽으리니그들이

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7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

가열왕의왕곧바벨론왕느부갓네살로북방에서말

과병거와기병과군대와백성의큰무리를거느리고

와서두로를치게할때에 8그가들에있는너의딸들

을칼로죽이고너를치려고운제를세우며토성을쌓

으며방패를갖출것이며 9공성퇴를베풀어네성을

치며도끼로망대를찍을것이며 10말이많으므로그

티끌이너를가리울것이며사람이훼파된성구멍으

로들어가는것같이그가네성문으로들어갈때에그

기병과수레와병거의소리로인하여네성곽이진동

할것이며 11그가그말굽으로네모든거리를밟을것

이며칼로네백성을죽일것이며네견고한석상을땅

에엎드러뜨릴것이며 12네재물을빼앗을것이며네

무역한것을노략할것이며네성을헐것이며네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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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집을무너뜨릴것이며또네돌들과네재목과네

흙을다물가운데던질것이라 13내가네노래소리로

그치게하며네수금소리로다시들리지않게하고 14

너로말간반석이되게한즉네가그물말리는곳이되

고다시는건축되지못하리니나여호와가말하였음이

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5주여호와께서두로

를대하여말씀하시되너의엎드러지는소리에모든

섬이진동하지아니하겠느냐?곧너희중에상한자가

부르짖으며살륙을당할때에라 16그때에바다의모

든왕이그보좌에서내려조복을벗으며수놓은옷을

버리고떨림을입듯하고땅에앉아서너로인하여무

시로떨며놀랄것이며 17그들이너를위하여애가를

불러이르기를항해자의거한유명한성이여너와너

의거민이바다가운데있어견고하였었도다해변의

모든거민을두렵게하였더니어찌그리멸망하였는고

18너의무너지는그날에섬들이진동할것임이여바

다가운데섬들이네결국을보고놀라리로다하리라

19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너로거민이없는성

과같이황무한성이되게하고깊은바다로네위에오

르게하며큰물로너를덮게할때에 20내가너로구덩

이에내려가는자와함께내려가서옛적사람에게로

나아가게하고너로그구덩이에내려간자와함께땅

깊은곳에로부터황적한곳에거하게할지라네가다

시는사람이거하는곳이되지못하리니산자의땅에

서영광을얻지못하리라 21내가너를패망케하여다

시있지못하게하리니사람이비록너를찾으나다시

는영원히만나지못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27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는두로를위하여애가를지으라 3너는두로를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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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르기를바다어귀에거하여여러섬백성과통상

하는자여주여호와의말씀에두로야네가말하기를

나는온전히아름답다하였도다 4네지경이바다가운

데있음이여너를지은자가네아름다움을온전케하

였도다 5스닐의잣나무로네판자를만들었음이여너

를위하여레바논백향목을가져돛대를만들었도다 6

바산상수리나무로네노를만들었음이여깃딤섬황양

목에상아로꾸며갑판을만들었도다 7애굽의수놓은

가는베로돛을만들어기를삼았음이여엘리사섬의

청색자색베로차일을만들었도다 8시돈과아르왓거

민들이네사공이되었음이여두로야네가운데있는

박사가네선장이되었도다 9그발의노인과박사들이

네가운데서배의틈을막는자가되었음이여바다의

모든배와그사공들은네가운데서무역하였도다 10

바사와룻과붓이네군대가운데서병정이되었음이

여네가운데서방패와투구를달아네영광을나타내

었도다 11아르왓사람과네군대는네사면성위에있

었고용사들은네여러망대에있었음이여네사면성

위에방패를달아네아름다움을온전케하였도다 12

다시스는각종보화가풍부하므로너와통상하였음이

여은과철과상납과납을가지고네물품을무역하였

도다 13야완과두발과메섹은네장사가되었음이여

사람과놋그릇을가지고네상품을무역하였도다 14도

갈마족속은말과전마와노새를가지고네물품을무

역하며 15드단사람은네장사가되었음이여여러섬

이너와통상하여상아와오목을가져네물품을무역

하였도다 16너의제조품이풍부하므로아람은너와통

상하였음이여남보석과자색베와수놓은것과가는

베와산호와홍보석을가지고네물품을무역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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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유다와이스라엘땅사람이네장사가되었음이여

민닛밀과과자와꿀과기름과유향을가지고네물품

을무역하였도다 18너의제조품이많고각종보화가

풍부하므로다메섹이너와통상하였음이여헬본포도

주와흰양털을가지고너와무역하였도다 19워단과

야완은길쌈하는실로네물품을무역하였음이여백철

과육계와창포가네상품중에있었도다 20드단은네

장사가되었음이여탈때까는담으로너와무역하였

도다 21그들이다너를위하여머리털을밀고굵은베

로띠를띠고마음이아프게슬피통곡하리로다아라

비아와게달의모든방백은네수하에상고가되어어

린양과수양과염소들그것으로너와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게달의모든방백은네수하에상고가되

어어린양과수양과염소들그것으로너와무역하였

도다그들이다너를위하여머리털을밀고굵은베로

띠를띠고마음이아프게슬피통곡하리로다 22스바와

라아마의장사들도너의장사들이됨이여각종상등

향재료와각종보석과황금으로네물품을무역하였도

다 23하란과간네와에덴과스바와앗수르와길맛의

장사들도너의장사들이라 24이들이아름다운물화곧

청색옷과수놓은물품과빛난옷을백향목상자에담

고노끈으로묶어가지고너와통상하여네물품을무

역하였도다 25다시스의배는떼를지어네물화를실

었음이여네가바다중심에서풍부하여영화가극하였

도다 26네사공이너를인도하여큰물에이름이여동

풍이바다중심에서너를파하도다 27네재물과상품

과무역한물건과네사공과선장과네배의틈을막는

자와네장사와네가운데있는모든용사와네가운데

있는모든무리가네패망하는날에다바다중심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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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것임이여 28네선장의부르짖는소리에물결이흔

들리리로다 29무릇노를잡은자와사공과바다의선

장들이다배에내려언덕에서서 30너를위하여크게

소리질러통곡하고티끌을머리에무릎쓰며재가운데

굶이여 31그들이다너를위하여머리털을밀고굵은

베로띠를띠고마음이아프게슬피통곡하리로다 32

그들이통곡할때에너를위하여애가를불러조상하

는말씀이여두로같이바다가운데서적막한자누구

인고 33네물품을바다로실어낼때에네가여러백성

을풍족하게하였음이여네재물과무역품이많으므로

세상열왕을풍부케하였었도다 34네가바다깊은데서

파선한때에네무역품과네승객이다빠졌음이여 35

섬의거민들이너를인하여놀라고열왕이심히두려

워하여얼굴에근심이나타나도다 36열국의상고가다

너를비웃음이여네가경계거리가되고네가영원히

다시있지못하리라하리로다하셨다하라

28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너는두로왕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네

마음이교만하여말하기를나는신이라내가하나님의

자리곧바다중심에앉았다하도다네마음이하나님

의마음같은체할지라도너는사람이요신이아니어

늘 3네가다니엘보다지혜로와서은밀한것을깨닫지

못할것이없다하고 4네지혜와총명으로재물을얻었

으며금은을곳간에저축하였으며 5네큰지혜와장

사함으로재물을더하고그재물로인하여네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네

마음이하나님의마음같은체하였으니 7그런즉내가

외인곧열국의강포한자를거느리고와서너를치리

니그들이칼을빼어네지혜의아름다운것을치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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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더럽히며 8또너를구덩이에빠뜨려서너로바

다가운데서살륙을당한자의죽음같이바다중심에

서죽게할지라 9너를살륙하는자앞에서네가그래

도말하기를내가하나님이라하겠느냐너를치는자

의수중에서사람뿐이요신이아니라 10네가외인의

손에서죽기를할례받지않은자의죽음같이하리니

내가말하였음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

하라 11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12

인자야두로왕을위하여애가를지어그에게이르기

를주여호와의말씀에너는완전한인이었고지혜가

충족하며온전히아름다왔도다 13네가옛적에하나님

의동산에덴에있어서각종보석곧홍보석과, 황보석

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

보석과,홍옥과,황금으로단장하였었음이여네가지

음을받던날에너를위하여소고와비파가예비되었

었도다 14너는기름부음을받은덮는그룹임이여내

가너를세우매네가하나님의성산에있어서화광석

사이에왕래하였었도다 15네가지음을받던날로부터

네모든길에완전하더니마침내불의가드러났도다

16네무역이풍성하므로네가운데강포가가득하여

네가범죄하였도다너덮는그룹아그러므로내가너

를더럽게여겨하나님의산에서쫓아내었고화광석

사이에서멸하였도다 17네가아름다우므로마음이교

만하였으며네가영화로우므로네지혜를더럽혔음이

여내가너를땅에던져열왕앞에두어그들의구경거

리가되게하였도다 18네가죄악이많고무역이불의

하므로네모든성소를더럽혔음이여내가네가운데

서불을내어너를사르게하고너를목도하는모든자

앞에서너로땅위에재가되게하였도다 19만민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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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아는자가너로인하여다놀랄것임이여네가경

계거리가되고네가영원히다시있지못하리로다하

셨다하라 20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

대 21인자야너는낯을시돈으로향하고그를쳐서예

언하라 22너는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시돈아

내가너를대적하나니네가운데서내영광이나타나

리라하셨다하라내가그가운데서국문을행하여내

거룩함을나타낼때에무리가나를여호와인줄알지

라 23내가그에게염병을보내며그의거리에피가흐

르게하리니사방에서오는칼에상한자가그가운데

엎드러질것인즉무리가나를여호와인줄알겠고 24

이스라엘족속에게는그사면에서그들을멸시하는자

중에찌르는가시와아프게하는가시가다시는없으

리니그들이나를주여호와인줄알리라 25나주여호

와가말하노라내가열방에흩어있는이스라엘족속

을모으고그들로인하여열국의목전에서내거룩함

을나타낼때에그들이고토곧내종야곱에게준땅에

거할지라 26그들이그가운데평안히거하여집을건

축하며포도원을심고그들의사면에서멸시하던모든

자를내가국문할때에그들이평안히살며나를그하

나님여호와인줄알리라

29제십년시월십이일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

하여가라사대 2인자야너는애굽왕바로와온애굽

으로낯을향하고쳐서예언하라 3너는말하여이르기

를주여호와의말씀에애굽왕바로야내가너를대적

하노라너는자기의강들중에누운큰악어라스스로

이르기를내이강은내것이라내가나를위하여만들

었다하는도다 4내가갈고리로네아가미를꿰고네

강의고기로네비늘에붙게하고네비늘에붙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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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고기와함께너를네강들중에서끌어내고 5너

와네강의모든고기를들에던지리니네가지면에떨

어지고다시는거두거나모음을입지못할것은내가

너를들짐승과공중의새의식물로주었음이라 6애굽

의모든거민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애굽은본래

이스라엘족속에게갈대지팡이라 7그들이너를손으

로잡은즉네가부러져서그들의모든어깨를찢었고

그들이너를의지한즉네가부러져서그들의모든허

리로흔들리게하였느니라 8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내가칼로네게임하게하여네게서사람과

짐승을끊은즉 9애굽땅이사막과황무지가되리니그

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네가스스로이르기를

이강은내것이라내가만들었다하도다 10그러므로

내가너와네강들을쳐서애굽땅믹돌에서부터수에

네곧구스지경까지황무한황무지곧사막이되게하

리니 11그가운데로사람의발도지나가지아니하며

짐승의발도지나가지아니하고거접하는사람이없이

사십년이지날지라 12내가애굽땅으로황무한열국같

이황무하게하며애굽성읍도사막이된열국의성읍

같이사십년동안황무하게하고애굽사람들은각국

가운데로흩으며열방가운데로헤치리라 13나주여

호와가말하노라사십년끝에내가만민중에흩은애

굽사람을다시모아내되 14애굽의사로잡힌자들을

돌이켜바드로스땅곧그고토로돌아가게할것이라

그들이거기서미약한나라가되되 15나라중에지극

히미약한나라가되어다시는열국위에스스로높이

지못하리니내가그들을감하여다시는열국을다스

리지못하게할것임이라 16그들이다시는이스라엘

족속의의뢰가되지못할것이요이스라엘족속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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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켜그들을바라보지아니하므로그죄악이기억나게

되지아니하리니그들이나를주여호와인줄알리라

하셨다하라 17제이십칠년정월초일일에여호와의

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18인자야바벨론왕느

부갓네살이그군대로두로를치게할때에크게수고

하여각머리털이무지러졌고각어깨가벗어졌으나

그와군대가그수고한보수를두로에서얻지못하였

느니라 19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애

굽땅을바벨론왕느부갓네살에게붙이리니그가그

무리를옮겨가며물건을노략하며빼앗아갈것이라

이것이그군대의보수가되리라 20그들의수고는나

를위하여함인즉그보수로내가애굽땅을그에게주

었느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21그날에내가이

스라엘족속에게한뿔이솟아나게하고내가또너로

그들중에서입을열게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

줄알리라

30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너는예언하여이르라주여호와의말씀에너희는

통곡하며이르기를슬프다이날이여하라 3그날이

가까왔도다여호와의날이가까왔도다구름의날일것

이요열국의때이리로다 4애굽에칼이임할것이라애

굽에서살륙당한자들이엎드러질때에구스에심한

근심이있을것이며애굽의무리가옮기우며그기지

가헐릴것이요 5구스와붓과룻과모든섞인백성과

굽과및동맹한땅의백성들이그들과함께칼에엎드

러지리라 6나여호와가말하노라애굽을붙들어주는

자도엎드러질것이요애굽의교만한권세도낮아질

것이라믹돌에서부터수에네까지무리가그가운데서

칼에엎드러지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7황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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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같이그들도황무할것이며사막이된성읍들같

이그성읍들도사막이될것이라 8내가애굽에불을

일으키며그모든돕는자를멸할때에그들이나를여

호와인줄알리라 9그날에사자들이내앞에서배로

나아가서염려없는구스사람을두렵게하리니애굽

의재앙의날과같이그들에게도심한근심이있으리

라이것이오리로다 10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

또바벨론왕느부갓네살의손으로애굽무리들을끊

으리니 11그가열국중에강포한자기군대를거느리

고와서그땅을멸할때에칼을빼어애굽을쳐서살륙

당한자로땅에가득하게하리라 12내가그모든강을

말리우고그땅을악인의손에팔겠으며타국사람의

손으로그땅과그가운데있는모든것을황무케하리

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 13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내가그우상들을멸하며신상들을놉가운데서끊으

며애굽땅에서왕이다시나지못하게하고그땅에두

려움이있게하리라 14내가바드로스를황무케하며

소안에불을일으키며노를국문하며 15내분노를애

굽의견고한성신에쏟고또노의무리를끊을것이라

16내가애굽에불을일으키리니신이심히근심할것

이며노는찢어나뉠것이며놉은날로대적이있을것

이며 17아웬과비베셋의소년들은칼에엎드러질것이

며그성읍거민들은포로될것이라 18내가애굽멍에

를꺾으며그교만한권세를그가운데서그치게할때

에드합느헤스에서는날이어둡겠고그성읍에는구름

이덮일것이며그딸들은포로될것이라 19이와같이

내가애굽을국문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

리라하셨다하라 20제십일년정월칠일에여호와의

말씀이네게임하여가라사대 21인자야내가애굽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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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의팔을꺾었더니칼을잡을힘이있도록그것을

그저싸매지도못하였고약을붙여싸매지도못하였느

니라 22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애굽

왕바로를대적하여그두팔곧성한팔과이미꺾인

팔을꺾어서칼이그손에서떨어지게하고 23애굽사

람을열국가운데로흩으며열방가운데로헤칠지라

24내가바벨론왕의팔을견고하게하고내칼을그손

에붙이려니와내가바로의팔을꺾으리니그가바벨

론왕의앞에서고통하기를죽게상한자의고통하듯

하리라 25내가바벨론왕의팔은들어주고바로의팔

은떨어뜨릴것이라내가내칼을바벨론왕의손에붙

이고그로들어애굽땅을치게하리니그들이나를여

호와인줄알겠고 26내가애굽사람을열국가운데로

흩으며열방가운데로헤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

줄알리라

31제십일년삼월초일일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

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너는애굽왕바로와그무

리에게이르기를네큰위엄을뉘게비하랴 3볼지어다

앗수르사람은가지가아름답고그늘은삼림의그늘

같으며키가높고꼭대기가구름에닿은레바논백향

목이었느니라 4물들이그것을기르며깊은물이그것

을자라게하며강들이그심긴곳을둘러흐르며보의

물이들의모든나무에까지미치매 5그나무가물이

많으므로키가들의모든나무보다높으며굵은가지

가번성하며가는가지가길게빼어났고 6공중의모든

새가그큰가지에깃들이며들의모든짐승이그가는

가지밑에새끼를낳으며모든큰나라가그그늘아래

거하였었느니라 7그뿌리가큰물가에있으므로그나

무가크고가지가길어모양이아름다우매 8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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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백향목이능히그를가리우지못하며잣나무가

그굵은가지만못하며단풍나무가그가는가지만못

하며하나님의동산의아무나무도그아름다운모양

과같지못하였도다 9내가그가지로많게하여모양

이아름답게하였더니하나님의동산에덴에있는모

든나무가지가다투기하였느니라 10그러므로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그의키가높고꼭대기가구름에

닿아서높이빼어났으므로마음이교만하였은즉 11내

가열국의능한자의손에붙일지라그가임의로대접

할것은내가그의악을인하여쫓아내었음이라 12열

국의강포한다른민족이그를찍어버렸으므로그가

는가지가산과모든골짜기에떨어졌고그굵은가지

가그땅모든물가에꺽어졌으며세상모든백성이그

를버리고그그늘아래서떠나매 13공중의모든새가

그넘어진나무에거하며들의모든짐승이그가지에

있으리니 14이는물가에있는모든나무로키가높다

고교만치못하게하며그꼭대기로구름에닿지못하

게하며또물대임을받는능한자로스스로높아서지

못하게함이니그들을다죽는데붙여서인생중구덩

이로내려가는자와함께지하로내려가게하였음이니

라 15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그가음부에내려가던

날에내가그를위하여애곡하게하며깊은바다를덮

으며모든강을쉬게하며큰물을그치게하고레바논

으로그를위하여애곡하게하며들의모든나무로그

로인하여쇠잔하게하였느니라 (Sheol h7585) 16내가그

로구덩이에내려가는자와함께음부에떨어뜨리던

때에열국으로그떨어지는소리를인하여진동하게

하였고물대임을받은에덴의모든나무곧레바논의

뛰어나고아름다운나무들로지하에서위로를받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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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느니라 (Sheol h7585) 17그러나그들도그와함께음부

에내려칼에살륙을당한자에게이르렀나니그들은

옛적에그의팔이된자요열국중에서그그늘아래거

하던자니라 (Sheol h7585) 18너의영화와광대함이에덴

모든나무중에어떤것과같은고그러나네가에덴나

무와함께지하에내려갈것이요거기서할례받지못

하고칼에살륙당한자중에누우리라이들은바로와

그모든군대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라

32제십이년십이월초일일에여호와의말씀이내

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너는애굽왕바로에대

하여애가를불러그에게이르라너를열국에서젊은

사자에비하였더니실상은바다가운데큰악어라강

에서뛰어일어나발로물을요동하여그강을더럽혔

도다 3나주여호와의말이여내가많은백성의무리

를거느리고내그물을네위에치고그그물로너를끌

어오리로다 4내가너를뭍에버리며들에던져공중

의새들로네위에앉게할것임이며온땅의짐승으로

너를먹어배부르게하리로다 5내가네고기를여러

산에두며네시체를여러골짜기에채울것임이여 6

네피로네헤엄치는땅에물대듯하여산에미치게하

며그모든개천에채우리로다 7내가너를불끄듯할

때에하늘을가리워별로어둡게하며해를구름으로

가리우며달로빛을발하지못하게할것임이여 8하늘

의모든밝은빛을내가네위에서어둡게하여어두움

을네땅에베풀리로다나주여호와의말이로다 9내

가네패망의소문으로열국곧너의알지못하는열방

에이르게할때에많은백성의마음을번뇌케할것임

이여 10내가그많은백성으로너를인하여놀라게할

것이며내가내칼로그들의왕앞에서춤추게할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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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왕이너를인하여심히두려워할것이며네가엎드

러지는날에그들이각각자기생명을위하여무시로

떨리로다 11나주여호와가말함이여바벨론왕의칼

이네게임하리로다 12내가네무리로용사곧열국의

무서운자들의칼에엎드러지게할것임이여그들이

애굽의교만을폐하며그모든무리를멸하리로다 13

내가또그모든짐승을큰물가에서멸하리니사람의

발이나짐승의굽이다시는그물을흐리지못할것임

이여 14그때에내가그물을맑게하여그강으로기름

같이흐르게하리로다나주여호와의말이로다 15내

가애굽땅으로황무하여사막이되게하여거기풍성

한것이없게할것임이여그가운데모든거민을치리

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로다 16이는슬피부

를애가니열국여자들이이것을슬피부름이여애굽

과그모든무리를위하여이것을슬피부르리로다나

주여호와의말이로다하라 17제십이년어느달십오

일에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18인자야

애굽의무리를애곡하고그와유명한나라여자들을

구덩이에내려가는자와함께지하에던지며 19이르라

너의아름다움이누구보다지나가는고너는내려가서

할례받지않은자와함께뉘울지어다 20그들이살륙

당한자중에엎드러질것임이여그는칼에붙인바되

었은즉그와그모든무리를끌지어다 21용사중에강

한자가그를돕는자와함께음부가운데서그에게말

함이여할례받지않은자곧칼에살륙당한자들이내

려와서가만히누웠다하리로다 (Sheol h7585) 22거기앗

수르와그온무리가있음이여다살륙을당하여칼에

엎드러진자라그무덤이그사방에있도다 23그무덤

이구덩이깊은곳에베풀렸고그무리가그무덤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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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음이여그들은다살륙을당하여칼에엎드러진

자곧생존세상에서사람을두렵게하던자로다 24거

기엘람이있고그모든무리가그무덤사면에있음이

여그들은다할례를받지못하고살륙을당하여칼에

엎드러져지하에내려간자로다그들이생존세상에서

두렵게하였었으나이제는구덩이에내려가는자와함

께수치를당하였도다 25그와그모든무리를위하여

침상을살륙당한자중에베풀었고그여러무덤은사

면에있음이여그들은다할례를받지못하고칼에살

륙을당한자로다그들이생존세상에서두렵게하였

었으나이제는구덩이에내려가는자와함께수치를

당하고살륙당한자중에뉘었도다 26거기메섹과두

발과그모든무리가있고그여러무덤은사면에있음

이여그들은다할례를받지못하고칼에살륙을당한

자로다그들이생존세상에서두렵게하였었으나 27그

들이할례받지못한자중에이미엎드러진용사와함

께누운것이마땅치아니하냐이용사들은다병기를

가지고음부에내려자기의칼을베게하였으니그백

골이자기죄악을졌음이여생존세상에서용사의두

려움이있던자로다 (Sheol h7585) 28오직너는할례받지

못한자와일반으로패망할것임이여칼에살륙당한

자와함께누우리로다 29거기에돔곧그열왕과그모

든방백이있음이여그들이강성하였었으나칼에살륙

당한자와함께있겠고할례받지못하고구덩이에내

려간자와함께누우리로다 30거기살륙당한자와함

께내려간북방모든방백과모든시돈사람이있음이

여그들이본래는강성하였으므로두렵게하였었으나

이제는부끄러움을품고할례받지못하고칼에살륙

당한자와함께누웠고구덩이에내려가는자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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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욕을당하였도다 31바로가그들을보고그모든무

리로인하여위로를받을것임이여칼에살륙당한바

로와그온군대가그러하리로다나주여호와의말이

로다 32내가바로로생존세상에서사람을두렵게하

게하였었으나이제는그가그모든무리로더불어할

례받지못한자곧칼에살륙당한자와함께뉘우리로

다나주여호와의말이로다

33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는네민족에게고하여이르라가령내가칼을한땅

에임하게한다하자그땅백성이자기중에하나를택

하여파숫군을삼은 3그사람이칼이그땅에임함을

보고나팔을불어백성에게경고하되 4나팔소리를듣

고도경비를하지아니하므로그임하는칼에제함을

당하면그피가자기의머리로돌아갈것이라 5그가

경비를하였던들자기생명을보전하였을것이나나팔

소리를듣고도경비를하지아니하였으니그피가자

기에게로돌아가리라 6그러나파숫군이칼이임함을

보고도나팔을불지아니하여백성에게경고치아니하

므로그중에한사람이그임하는칼에제함을당하면

그는자기죄악중에서제한바되려니와그죄를내가

파숫군의손에서찾으리라 7인자야내가너로이스라

엘족속의파숫군을삼음이이와같으니라그런즉너

는내입의말을듣고나를대신하여그들에게경고할

지어다 8가령내가악인에게이르기를악인아너는정

녕죽으리라하였다하자네가그악인에게말로경고

하여그길에서떠나게아니하면그악인은자기죄악

중에서죽으려니와내가그피를네손에서찾으리라 9

그러나너는악인에게경고하여돌이켜그길에서떠

나라고하되그가돌이켜그길에서떠나지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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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자기죄악중에서죽으려니와너는네생명을보

전하리라 10그런즉인자야너는이스라엘족속에게이

르기를너희가말하여이르되우리의허물과죄가이

미우리에게있어우리로그중에서쇠패하게하니어

찌능히살리요하거니와 11주여호와의말씀에나의

삶을두고맹세하노니나는악인의죽는것을기뻐하

지아니하고악인이그길에서돌이켜떠나서사는것

을기뻐하노라이스라엘족속아돌이키고돌이키라너

희악한길에서떠나라어찌죽고자하느냐하셨다하

라 12인자야너는네민족에게이르기를의인이범죄

하는날에는그의가구원치못할것이요악이돌이켜

그악에서떠나는날에는그악이그를엎드러뜨리지

못할것인즉의인이범죄하는날에는그의로인하여

는살지못하리라 13가령내가의인에게말하기를너

는살리라하였다하자그가그의를스스로믿고죄악

을행하면그모든의로운행위가하나도기억되지아

니하리니그가그지은죄악중곧그중에서죽으리라

14가령내가악인에게말하기를너는죽으리라하였다

하자그가돌이켜자기의죄에서떠나서법과의대로

행하여 15전당물을도로주며억탈물을돌려보내고

생명의율례를준행하여다시는죄악을짓지아니하면

그가정녕살고죽지않을지라 16그의본래범한모든

죄가기억되지아니하리니그가정녕살리라이는법

과의를행하였음이니라하라 17그래도네민족은말

하기를주의길이공평치않다하는도다그러나실상

은그들의길이공평치아니하니라 18만일의인이돌

이켜그의에서떠나죄악을지으면그가그가운데서

죽을것이고 19만일악인이돌이켜그악에서떠나법

과의대로행하면그가그로인하여살리라 20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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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이르기를주의길이공평치않다하는도다이

스라엘족속아내가너희의각기행한대로심판하리라

하시니라 21우리가사로잡힌지십이년시월오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도망하여온자가내게나아와말하

기를그성이함락되었다하였는데 22그도망한자가

내게나아오기전날저녁에여호와의손이내게임하

여내입을여시더니다음아침그사람이내게나아올

임시에내입이열리기로내가다시는잠잠하지아니

하였노라 23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4

인자야이이스라엘황무한땅에거한자들이말하여

이르기를아브라함은오직한사람이라도이땅을기

업으로얻었나니우리가중다한즉더욱이땅으로우

리에게기업으로주신것이되느니라하는도다 25그러

므로너는그들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너

희가피있는고기를먹으며너희우상들에게눈을들

며피를흘리니그땅이너희의기업이될까보냐 26너

희가칼을믿어가증한일을행하며각기이웃의아내

를더럽히니그땅이너희의기업이될까보냐하고 27

너는그들에게또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내가

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황무지에있는자는칼에

엎드러뜨리고들에있는자는들짐승에게붙여먹게

하고산성과굴에있는자는온역에죽게하리라 28내

가그땅으로황무지와놀라움이되게하고그권능의

교만을그치게하리니이스라엘의산들이황무하여지

나갈사람이없으리라 29내가그들의행한모든가증

한일로인하여그땅으로황무지와놀라움이되게하

면그때에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하라 30인

자야네민족이담곁에서와집문에서너를의논하며

각각그형제로더불어말하여이르기를자, 가서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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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께로부터무슨말씀이나오는가들어보자하고 31백

성이모이는것같이네게나아오며내백성처럼네앞

에앉아서네말을들으나그대로행치아니하니이는

그입으로는사랑을나타내어도마음은이욕을좇음이

라 32그들이너를음악을잘하며고운음성으로사랑

의노래를하는자같이여겼나니네말을듣고도준행

치아니하거니와 33그말이응하리니응할때에는그

들이한선지자가자기가운데있었던줄을알리라

34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는이스라엘목자들을쳐서예언하라그들곧목자

들에게예언하여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자기만

먹이는이스라엘목자들은화있을진저목자들이양의

무리를먹이는것이마땅치아니하냐? 3너희가살진

양을잡아그기름을먹으며그털을입되양의무리는

먹이지아니하는도다 4너희가그연약한자를강하게

아니하며병든자를고치지아니하며상한자를싸매

어주지아니하며쫓긴자를돌아오게아니하며잃어

버린자를찾지아니하고다만강포로그것들을다스

렸도다 5목자가없으므로그것들이흩어지며흩어져

서모든들짐승의밥이되었도다 6내양의무리가모

든산과높은멧부리에마다유리되었고내양의무리

가온지면에흩어졌으되찾고찾는자가없었도다 7

그러므로목자들아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 8주

여호와의말씀에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라내

양의무리가노략거리가되고모든들짐승의밥이된

것은목자가없음이라내목자들이양을찾지아니하

고자기만먹이고내양의무리를먹이지아니하였도

다 9그러므로너희목자들아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

어다 10주여호와의말씀에내가목자들을대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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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양의무리를그들의손에서찾으리니목자들이양

을먹이지못할뿐아니라그들이다시는자기를먹이

지못할지라내가내양을그들의입에서건져내어서

다시는그식물이되지않게하리라 11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나곧내가내양을찾고찾되 12목자가양가

운데있는날에양이흩어졌으면그떼를찾는것같이

내가내양을찾아서흐리고캄캄한날에그흩어진모

든곳에서그것들을건져낼지라 13내가그것들을만민

중에서끌어내며열방중에서모아그본토로데리고

가서이스라엘산위에와시냇가에와그땅모든거주

지에서먹이되 14좋은꼴로먹이고그우리를이스라

엘높은산위에두리니그것들이거기서좋은우리에

누워있으며이스라엘산위에서살진꼴을먹으리라

15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친히내양의목자가

되어그것들로누워있게할지라 16그잃어버린자를

내가찾으며쫓긴자를내가돌아오게하며상한자를

내가싸매어주며병든자를내가강하게하려니와살

진자와강한자는내가멸하고공의대로그것들을먹

이리라 17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나의양떼너희여

내가양과양의사이와수양과수염소의사이에심판

하노라 18너희가좋은꼴먹은것을작은일로여기느

냐어찌하여남은꼴을발로밟았느냐?너희가맑은물

마신것을작은일로여기느냐어찌하여남은물을발

로더럽혔느냐 19나의양은너희발로밟은것을먹으

며너희발로더럽힌것을마시는도다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주여호와께서그들에게대하여말씀하시기

를나곧내가살찐양과파리한양사이에심판하리라

21너희가옆구리와어깨로밀뜨리고모든병든자를

뿔로받아무리로밖으로흩어지게하는도다 22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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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내가내양떼를구원하여그들로다시는노략거리

가되지않게하고양과양사이에심판하리라 23내가

한목자를그들의위에세워먹이게하리니그는내종

다윗이라그가그들을먹이고그들의목자가될지라

24나여호와는그들의하나님이되고내종다윗은그

들중에왕이되리라나는여호와의말이니라 25내가

또그들과화평의언약을세우고악한짐승을그땅에

서그치게하리니그들이빈들에평안히거하며수풀

가운데서잘찌라 26내가그들에게복을내리며내산

사면모든곳도복되게하여때를따라비를내리되복

된장마비를내리리라! 27그리한즉밭에나무가열매

를맺으며땅이그소산을내리니그들이그땅에서평

안할지라내가그들의멍엣목을꺾고그들로종을삼

은자의손에서그들을건져낸후에그들이나를여호

와인줄알겠고 28그들이다시는이방의노략거리가

되지아니하며땅의짐승의삼킨바되지아니하고평

안히거하리니놀랠사람이없으리라 29내가그들을

위하여유명한종식할땅을일으키리니그들이다시는

그땅에서기근으로멸망하지아니할지며다시는열국

의수치를받지아니할지라 30그들이나여호와그들

의하나님이그들과함께있는줄을알며그들곧이스

라엘족속이내백성인줄알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

라 31내양곧내초장의양, 너희는사람이요나는너

희하나님이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35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

야네얼굴을세일산으로향하고그를쳐서예언하여 3

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세일산아내가너를대

적하여내손을네위에펴서너로황무지와놀라움이

되게할지라 4내가네성읍들을무너뜨리며너로황무



에스겔 1577

케하리니네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5네가옛날

부터한을품고이스라엘족속의환난때곧죄악의끝

때에칼의권능에그들을붙였도다 6그러므로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

내가너로피를만나게한즉피가너를따르리라네가

피를미워하지아니하였은즉피가너를따르리라 7내

가세일산으로놀라움과황무지가되게하여그위에

왕래하는자를다끊을지라 8내가그살륙당한자로

그여러산에채우되칼에살륙당한자로네여러멧부

리에골짜기에모든시내에엎드러지게하고 9너로영

원히황무케하여네성읍들에다시는거하는자가없

게하리니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0네가말

하기를이두민족과이두땅은다내게로돌아와서내

기업이되리라하였도다그러나나여호와가거기있

었느니라 11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

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네가그들을미워하여노

하며질투한대로내가네게행하여너를국문할때에

그들로나를알게하리라 12네가이스라엘산들을가

리켜말하기를저산들이황무하였으니우리에게붙이

워서삼키게되었다하여욕하는모든말을나여호와

가들은줄을네가알리로다 13너희가나를대적하여

입으로자랑하며나를대적하여여러가지로말한것을

내가들었노라 14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온땅이즐

거워할때에내가너를황무케하되 15이스라엘족속

의기업이황무함을인하여네가즐거워한것같이내

가너로황무케하리라세일산아너와에돔온땅이황

무하리니무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하셨다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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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인자야너는이스라엘산들에게예언하여이르기

를이스라엘산들아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 2주여호

와의말씀에대적이네게대하여말하기를하하옛적

높은곳이우리의기업이되었도다하였느니라 3그러

므로너는예언하여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그

들이너희를황무케하고너희사방을삼켜서너희로

남은이방인의기업이되게하여사람의말거리와백

성의비방거리가되게하였도다 4그러므로이스라엘

산들아주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주여호와께서

산들과멧부리들과시내들과골짜기들과황무한사막

들과사면에남아있는이방인의노략거리와조롱거리

가된버린성읍들에게말씀하셨느니라 5주여호와의

말씀에내가진실로내맹렬한투기로남아있는이방

인과에돔온땅을쳐서말하였노니이는그들이심히

즐거워하는마음과멸시하는심령으로내땅을빼앗

아노략하여자기소유를삼았음이니라 6그러므로너

는이스라엘땅을대하여예언하되그산들과멧부리

들과시내들과골짜기들을대하여이르기를주여호와

의말씀에내가내투기와내분노로말하였나니이는

너희가이방의수욕을당하였음이라 7그러므로주여

호와의말씀에내가맹세하였은즉너희사면에있는

이방인이자기수욕을정녕당하리라 8그러나너희이

스라엘산들아너희는가지를내고내백성이스라엘

을위하여과실을맺으리니그들의올때가가까이이

르렀음이니라 9내가돌이켜너희와함께하리니사람

이너희를갈고심을것이며 10내가또사람을너희위

에많게하리니이들은이스라엘온족속이라그들로

성읍들에거하게하며빈땅에건축하게하리라 11내

가너희위에사람과짐승으로많게하되생육이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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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번성하게할것이라너희전지위대로사람이거

하게하여너희를처음보다낫게대접하리니너희가

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12내가사람으로너희위에

행하게하리니그들은내백성이스라엘이라그들은

너를얻고너는그기업이되어다시는그들로자식들

을잃어버리지않게하리라 13나주여호와가말하노

라그들이너희에게이르기를너는사람을삼키는자

요네나라백성을제한자라하거니와 14네가다시는

사람을삼키지아니하며다시는네나라백성을제하

지아니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5내가또너

로열국의수욕을듣지않게하며만민의비방을다시

받지않게하며네나라백성을다시넘어뜨리지않게

하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6여호

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17인자야이스

라엘족속이그고토에거할때에그행위로그땅을더

럽혔나니나보기에그소위가월경중에있는여인의

부정함과같았느니라 18그들이땅위에피를쏟았으며

그우상들로더럽혔으므로내가분노를그들의위에

쏟아 19그들을그행위대로심판하여각국에흩으며

열방에헤쳤더니 20그들의이른바그열국에서내거

룩한이름이그들로인하여더러워졌나니곧사람들이

그들을가리켜이르기를이들은여호와의백성이라도

여호와의땅에서떠난자라하였음이니라 21그러나이

스라엘족속이들어간그열국에서더럽힌내거룩한

이름을내가아꼈노라 22그러므로너는이스라엘족속

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이스라엘족속아

내가이렇게행함은너희를위함이아니요너희가들

어간그열국에서더럽힌나의거룩한이름을위함이

라 23열국가운데서더럽힘을받은이름곧너희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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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중에서더럽힌나의큰이름을내가거룩하게할지

라내가그들의목전에서너희로인하여나의거룩함

을나타내리니열국사람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24내가너희를열국중에서

취하여내고열국중에서모아데리고고토에들어가

서 25맑은물로너희에게뿌려서너희로정결케하되

곧너희모든더러운것에서와모든우상을섬김에서

너희를정결케할것이며 26또새영(靈)을너희속에

두고새마음을너희에게주되너희육신에서굳은마

음을제하고부드러운마음을줄것이며 27또내신(神

)을너희속에두어너희로내율례를행하게하리니너

희가내규례를지켜행할지라 28내가너희열조에게

준땅에너희가거하여내백성이되고나는너희하나

님이되리라 29내가너희를모든더러운데서구원하

고곡식으로풍성하게하여기근이너희에게임하지

아니하게할것이며 30또나무의실과와밭의소산을

풍성케하여너희로다시는기근의욕을열국에게받

지않게하리니 31그때에너희가너희악한길과너희

불선한행위를기억하고너희모든죄악과가증한일

을인하여스스로밉게보리라 32나주여호와가말하

노라내가이렇게행함은너희를위함이아닌줄을너

희가알리라이스라엘족속아너희행위를인하여부

끄러워하고한탄할지어다 33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

내가너희를모든죄악에서정결케하는날에성읍들

에사람이거접되게하며황폐한것이건축되게할것

인즉 34전에는지나가는자의눈에황무하게보이던

그황무한땅이장차기경이될지라 35사람이이르기

를이땅이황무하더니이제는에덴동산같이되었고

황량하고적막하고무너진성읍들에성벽과거민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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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리니 36너희사면에남은이방사람이나여호와

가무너진곳을건축하며황무한자리에심은줄알리

라나여호와가말하였으니이루리라 37나주여호와

가말하노라그래도이스라엘족속이이와같이자기

들에게이루어주기를내게구하여야할지라내가그

들의인수로양떼같이많아지게하되 38제사드릴양

떼곧예루살렘정한절기의양떼같이황폐한성읍에

사람의떼로채우리라그리한즉그들이나를여호와인

줄알리라하셨느니라

37여호와께서권능으로내게임하시고그신으로나

를데리고가서골짜기가운데두셨는데거기뼈가가

득하더라 2나를그뼈사방으로지나게하시기로본즉

그골짜기지면에뼈가심히많고아주말랐더라 3그

가내게이르시되인자야이뼈들이능히살겠느냐하

시기로내가대답하되주여호와여주께서아시나이다

4또내게이르시되너는이모든뼈에게대언하여이르

기를너희마른뼈들아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 5

주여호와께서이뼈들에게말씀하시기를내가생기로

너희에게들어가게하리니너희가살리라 6너희위에

힘줄을두고살을입히고가죽으로덮고너희속에생

기를두리니너희가살리라또나를여호와인줄알리

라하셨다하라 7이에내가명을좇아대언하니대언

할때에소리가나고움직이더니이뼈,저뼈가들어

맞아서뼈들이서로연락하더라 8내가또보니그뼈

에힘줄이생기고살이오르며그위에가죽이덮이나

그속에생기는없더라 9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너

는생기를향하여대언하라생기에게대언하여이르기

를주여호와의말씀에생기야사방에서부터와서이

사망을당한자에게불어서살게하라하셨다하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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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내가그명대로대언하였더니생기가그들에게

들어가매그들이곧살아일어나서서는데극히큰군

대더라 11또내게이르시되인자야이뼈들은이스라

엘온족속이라그들이이르기를우리의뼈들이말랐

고우리의소망이없어졌으니우리는다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그러므로너는대언하여그들에게이르기

를주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들아내가너희무덤을

열고너희로거기서나오게하고이스라엘땅으로들

어가게하리라 13내백성들아내가너희무덤을열고

너희로거기서나오게한즉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

알리라 14내가또내신을너희속에두어너희로살게

하고내가또너희를너희고토에거하게하리니나여

호와가이일을말하고이룬줄을너희가알리라나여

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5여호와의말씀이또

내게임하여가라사대 16인자야너는막대기하나를

취하여그위에유다와그짝이스라엘자손이라쓰고

또다른막대기하나를취하여그위에에브라임의막

대기곧요셉과그짝이스라엘온족속이라쓰고 17그

막대기들을서로연합하여하나가되게하라네손에

서둘이하나가되리라 18네민족이네게말하여이르

기를이것이무슨뜻인지우리에게고하지아니하겠느

냐? 하거든 19너는곧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내

가에브라임의손에있는바요셉과그짝이스라엘지

파들의막대기를취하여유다의막대기에붙여서한

막대기가되게한즉내손에서하나가되리라하셨다

하고 20너는그글쓴막대기들을무리의목전에서손

에잡고 21그들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내

가이스라엘자손을그간바열국에서취하며그사면

에서모아서그고토로돌아가게하고 22그땅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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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든산에서그들로한나라를이루어서한임금이

모두다스리게하리니그들이다시는두민족이되지

아니하며두나라로나누이지아니할지라 23그들이그

우상들과가증한물건과그모든죄악으로스스로더

럽히지아니하리라내가그들을그범죄한모든처소

에서구원하여정결케한즉그들은내백성이되고나

는그들의하나님이되리라 24내조상다윗이그들의

왕이되리니그들에게다한목자가있을것이라그들

이내규례를준행하고내율례를지켜행하며 25내가

내종야곱에게준땅곧그열조가거하던땅에그들이

거하되그들과그자자손손이영원히거기거할것이

요내종다윗이영원히그왕이되리라 26내가그들과

화평의언약을세워서영원한언약이되게하고또그

들을견고하고번성케하며내성소를그가운데세워

서영원히이르게하리니 27내처소가그들의가운데

있을것이며나는그들의하나님이되고그들은내백

성이되리라 28내성소가영원토록그들의가운데있

으리니열국이나를이스라엘을거룩케하는여호와인

줄알리라하셨다하라

38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가라사대 2인자야

너는마곡땅에있는곡, 곧로스와메섹과두발왕에게

로얼굴을향하고그를쳐서예언하여 3이르기를주

여호와의말씀에로스와메섹과두발왕곡아내가너

를대적하여 4너를돌이켜갈고리로네아가리를꿰고

너와말과기병곧네온군대를끌어내되완전한갑옷

을입고큰방패와작은방패를가지며칼을잡은큰무

리와 5그들과함께한바방패와투구를갖춘바사와

구스와붓과 6고멜과그모든떼와극한북방의도갈

마족속과그모든떼곧많은백성의무리를너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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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리라 7너는스스로예비하되너와네게모인

무리들이다스스로예비하고너는그들의대장이될

지어다 8여러날후곧말년에네가명령을받고그땅

곧오래황무하였던이스라엘산에이르리니그땅백

성은칼을벗어나서열국에서부터모여들어오며이

방에서부터나와서다평안히거하는중이라 9네가올

라오되너와네모든떼와너와함께한많은백성이광

풍같이이르고구름같이땅을덮으리라 10나주여호

와가말하노라그날에네마음에서여러가지생각이

나서악한꾀를내어 11말하기를내가평원의고을들

로올라가리라성벽도없고문이나빗장이없어도염

려없이다평안히거하는백성에게나아가서 12물건을

겁탈하며노략하리라하고네손을들어서황무하였다

가지금사람이거처하는땅과열국중에서모여서짐

승과재물을얻고세상중앙에거하는백성을치고자

할때에 13스바와드단과다시스의상고와그부자들

이네게이르기를네가탈취하러왔느냐?네가네무리

를모아노략하고자하느냐?은과금을빼앗으며짐승

과재물을취하며물건을크게약탈하여가고자하느

냐하리라하셨다하라 14인자야너는또예언하여곡

에게이르기를주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이스라엘

이평안히거하는날에네가어찌그것을알지못하겠

느냐? 15네가네고토극한북방에서많은백성곧다

말을탄큰떼와능한군대와함께오되 16구름이땅에

덮임같이내백성이스라엘을치러오리라곡아끝날

에내가너를이끌어다가내땅을치게하리니이는내

가너로말미암아이방사람의목전에서내거룩함을

나타내어그들로다나를알게하려함이니라 17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옛적에내종이스라엘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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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빙자하여말한사람이네가아니냐?그들이그

때에여러해동안예언하기를내가너를이끌어다가

그들을치게하리라하였느니라하셨다하라 18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에곡이이스라엘땅을치러

오면내노가내얼굴에나타나리라 19내가투기와맹

렬한노로말하였거니와그날에큰지진이이스라엘

땅에일어나서 20바다의고기들과공중의새들과들의

짐승들과땅에기는모든벌레와지면에있는모든사

람이내앞에서떨것이며모든산이무너지며절벽이

떨어지며모든성벽이땅에무너지리라 21나주여호

와가말하노라내가내모든산중에서그를칠칼을부

르리니각사람의칼이그형제를칠것이며 22내가또

온역과피로그를국문하며쏟아지는폭우와큰우박

덩이와불과유황으로그와그모든떼와그함께한많

은백성에게비를내리듯하리라 23이와같이내가여

러나라의눈에내존대함과내거룩함을나타내어나

를알게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39그러므로인자야너는곡을쳐서예언하여이르기

를주여호와의말씀에로스와메섹과두발왕곡아내

가너를대적하여 2너를돌이켜서이끌고먼북방에서

부터나와서이스라엘산위에이르러 3네활을쳐서

네왼손에서떨어뜨리고네살을네오른손에서떨어

뜨리리니 4너와네모든떼와너와함께한백성이다

이스라엘산에엎드러지리라내가너를각종움키는

새와들짐승에게붙여먹게하리니 5네가빈들에엎드

러지리라이는내가말하였음이니라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6내가또불을마곡과및섬에평안히거하

는자에게내리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7

내가내거룩한이름을내백성이스라엘가운데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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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다시는내거룩한이름을더럽히지않게하리니

열국이나를여호와곧이스라엘의거룩한자인줄알

리라하셨다하라 8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볼지어다

그일이이르고이루리니내가말한그날이이날이니

라 9이스라엘성읍들에거한자가나가서그병기를

불피워사르되큰방패와작은방패와활과살과몽둥

이와창을취하여칠년동안불피우리라 10이와같이

그병기로불을피울것이므로그들이들에서나무를

취하지아니하며삼림에서벌목하지아니하겠고전에

자기에게서약탈하던자의것을약탈하며전에자기에

게서늑탈하던자의것을늑탈하리라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11그날에내가곡을위하여이스라엘땅곧

바다동편사람의통행하는골짜기를매장지로주리니

통행하던것이막힐것이라사람이거기서곡과그모

든무리를장사하고그이름을하몬곡의골짜기라일

컬으리라 12이스라엘족속이일곱달동안에그들을

장사하여그땅을정결케할것이라 13그땅모든백성

이그들을장사하고그로말미암아이름을얻으리니

이는나의영광이나타나는날이니라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14그들이사람을택하여그땅에늘순행하

며장사할사람으로더불어지면에남아있는시체를

장사하여그땅을정결케할것이라일곱달후에그들

이살펴보되 15순행하는자가그땅으로통행하다가

사람의뼈를보면그곁에표를세워장사하는자로와

서하몬곡골짜기에장사하게할것이요 16성의이름

도하모나라하리라그들이이와같이그땅을정결케

하리라 17너인자야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너는각

종새와들의각종짐승에게이르기를너희는모여오

라내가너희를위한잔치곧이스라엘산위에예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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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잔치로너희는사방에서모여서고기를먹으며피

를마실지어다 18너희가용사의고기를먹으며세상

왕들의피를마시기를바산의살진짐승곧수양이나

어린양이나염소나수송아지를먹듯할지라 19내가

너희를위하여예비한잔치의기름을너희가배불리

먹으며그피를취토록마시되 20내상에서말과기병

과용사와모든군사를배불리먹을지니라하라나주

여호와의말이니라 21내가내영광을열국중에나타

내어열국으로나의행한심판과내가그위에나타낸

권능을보게하리니 22그날이후에이스라엘족속은

나를여호와자기들의하나님인줄알겠고 23열국은

이스라엘족속이그죄악으로인하여사로잡혀갔던

줄알지라그들이내게범죄하였으므로내얼굴을그

들에게가리우고그들을그대적의손에붙여다칼에

엎드러지게하였으되 24내가그들의더러움과그들의

범죄한대로행하여그들에게내얼굴을가리웠었느니

라 25그러므로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이제내

거룩한이름을위하여열심을내어야곱의사로잡힌

자를돌아오게하며이스라엘온족속에게긍휼을베

풀지라 26그들이그땅에평안히거하고두렵게할자

가없게될때에부끄러움을품고내게범한죄를뉘우

치리니 27곧내가그들을만민중에서돌아오게하고

적국중에서모아내어열국목전에서그들로인하여

나의거룩함을나타낼때에라 28전에는내가그들로

사로잡혀열국에이르게하였거니와후에는내가그들

을모아고토로돌아오게하고그한사람도이방에남

기지아니하리니그들이나를여호와자기들의하나님

인줄알리라 29내가다시는내얼굴을그들에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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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아니하리니이는내가내신을이스라엘족속에

게쏟았음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40우리가사로잡힌지이십오년이요성이함락된후

십사년정월십일곧그날에여호와의권능이내게임

하여나를데리고이스라엘땅으로가시되 2하나님의

이상중에나를데리고그땅에이르러나를극히높은

산위에내려놓으시는데거기서남으로향하여성읍

형상같은것이있더라 3나를데리시고거기이르시니

모양이놋같이빛난사람하나가손에삼줄과척량하

는장대를가지고문에서서있더니 4그사람이내게

이르되인자야내가네게보이는그것을눈으로보고

귀로들으며네마음으로생각할지어다내가이것을

네게보이려고이리로데리고왔나니너는본것을다

이스라엘족속에게고할지어다하더라 5내가본즉집

바깥사면으로담이있더라그사람의손에척량하는

장대를잡았는데그장이팔꿈치에서손가락에이르고

한손바닥넓이가더한자로육척이라그담을척량하

니두께가한장대요고도한장대며 6그가동향한문

에이르러층계에올라그문통을척량하니장이한장

대요그문안통의장도한장대며 7그문간에문지기

방들이있는데각기장이한장대요광이한장대요매

방사이벽이오척이며안문통의장이한장대요그앞

에현관이있고그앞에안문이있으며 8그가또안문

의현관을척량하니한장대며 9안문의현관을또척

량하니팔척이요그문벽은이척이라그문의현관이

안으로향하였으며 10그동문간의문지기방은좌편에

셋이있고우편에셋이있으니그셋이각각한척수요

그좌우편벽도다한척수며 11또그문통을척량하니

광이십척이요장이십삼척이며 12방앞에퇴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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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편퇴도일척이요저편퇴도일척이며그방은이

편도육척이요저편도육척이며 13그가그문간을척

량하니이방지붕가에서저방지붕가까지광이이십

오척인데방문은서로반대되었으며 14그가또현관

을척량하니광이이십척이요현관사면에뜰이있으

며 15바깥문통에서부터안문현관앞까지오십척이

며 16문지기방에는각각닫힌창이있고문안좌우편

에있는벽사이에도창이있고그현관도그러하고그

창은안좌우편으로벌여있으며각문벽위에는종려

나무를새겼더라 17그가나를데리고바깥뜰에들어

가니뜰삼면에박석깔린땅이있고그박석깔린땅

위에여러방이있는데모두삼십이며 18그박석깔린

땅의위치는각문간의좌우편인데그광이문간길이

와같으니이는아래박석땅이며 19그가아래문간앞

에서부터안뜰바깥문간앞까지척량하니그광이일

백척이며동편과북편이일반이더라 20그가바깥뜰

북향한문간의장광을척량하니 21장이오십척이요광

이이십오척이며문지기방이이편에도셋이요저편

에도셋이요그벽과그현관도먼저척량한문간과같

으며 22그창과현관의장광과종려나무가다동향한

문간과같으며그문간으로올라가는일곱층계가있

고그안에현관이있으며 23안뜰에도북편문간과동

편문간과마주대한문간들이있는데그가이문간에

서맞은편문간까지척량하니일백척이더라 24그가또

나를이끌고남으로간즉남향한문간이있는데그벽

과현관을척량하니먼저척량한것과같고 25그문간

과현관좌우에있는창도먼저말한창과같더라그문

간의장이오십척이요광이이십오척이며 26또그리

로올라가는일곱층계가있고그안에현관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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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편저편문벽위에종려나무를새겼으며 27안뜰

에도남향한문간이있는데그가남향한그문간에서

맞은편문간까지척량하니일백척이더라 28그가나를

데리고그남문으로말미암아안뜰에들어가서그남

문간을척량하니척수는 29장이오십척이요광이이십

오척이며그문지기방과벽과현관도먼저척량한것

과같고그문간과그현관좌우에도창이있으며 30그

사면현관의장은이십오척이요광은오척이며 31현

관이바깥뜰로향하였고그문벽위에도종려나무를

새겼으며그문간으로올라가는여덟층계가있더라

32그가나를데리고안뜰동편으로가서그문간을척

량하니척수는 33장이오십척이요광이이십오척이며

그문지기방과벽과현관이먼저척량한것과같고그

문간과그현관좌우에도창이있으며 34그현관이바

깥뜰로향하였고그이편저편문벽위에도종려나무

를새겼으며그문간으로올라가는여덟층계가있더

라 35그가또나를데리고북문에이르러척량하니척

수는 36장이오십척이요광이이십오척이며그문지

기방과벽과현관이다그러하여그좌우에도창이있

으며 37그현관이바깥뜰로향하였고그이편저편문

벽위에도종려나무를새겼으며그문간으로올라가는

여덟층계가있더라 38그문벽곁에문이있는방이있

는데그것은번제물을씻는방이며 39그문의현관이

편에상둘이있고저편에상둘이있으니그위에서번

제와속죄제와속건제의희생을잡게한것이며 40그

북문바깥곧입구로올라가는곳이편에상둘이있고

문의현관저편에상둘이있으니 41문곁이편에상이

넷이있고저편에상이넷이있어합이여덟상이라그

위에서희생을잡는소용이며 42또다듬은돌로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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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번제에쓰는상넷이있는데각장이일척반이요

광이일척반이요고가일척이라번제의희생을잡을

때에쓰는기구가그위에놓였으며 43현관안에는길

이가손바닥넓이만한갈고리가사면에박혔으며상

들에는희생의고기가있더라 44안문안안뜰에는방

둘이있는데북문곁에있는방은남으로향하였고남

문곁에있는방은북으로향하였더라 45그가내게이

르되남향한이방은성전을수직하는제사장들의쓸

것이요 46북향한방은제단을수직하는제사장들의쓸

것이라이들은레위의후손중사독의자손으로서여

호와께가까이나아가수종드는자니라하고 47그가또

그뜰을척량하니장이일백척이요광이일백척이라

네모반듯하며제단은전앞에있더라 48그가나를데

리고전문현관에이르러그문의좌우벽을척량하니

광이이편도오척이요저편도오척이며두께가문이

편도삼척이요문저편도삼척이며 49그현관의광은

이십척이요장은십일척이며문간으로올라가는층계

가있고문벽곁에는기둥이있는데하나는이편에있

고하나는저편에있더라

41그가나를데리고성소에이르러그문벽을척량하

니이편두께도육척이요저편두께도육척이라두께

가이와같으며 2그문통의광이십척이요문통이편

벽의광이오척이요저편벽의광이오척이며그가성

소를척량하니그장이사십척이요그광이이십척이

며 3그가안으로들어가서내전문통의벽을척량하니

두께가이척이요문통이육척이요문통의벽의광이

각기칠척이며 4그가내전을척량하니장이이십척이

요광이이십척이라그가내게이르되이는지성소니

라하고 5전의벽을척량하니두께가육척이며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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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골방이있는데광이각기사척이며 6골방은삼층

인데골방위에골방이있어모두삼십이라그삼면골

방이전벽밖으로그벽에의지하였고전벽속은범하

지아니하였으며 7이두루있는골방이그층이높아

갈수록넓으므로전에둘린이골방이높아갈수록전에

가까와졌으나전의넓이는아래위가같으며골방은

아랫층에서중층으로윗층에올라가게되었더라 8내

가보니전삼면의지대곧모든골방밑지대의고가

한장대곧큰자로육척인데 9전을의지한그골방바

깥벽두께는오척이요그외에빈터가남았으며 10전

골방삼면에광이이십척되는뜰이둘려있으며 11그

골방문은다빈터로향하였는데한문은북으로향하

였고한문은남으로향하였으며그둘려있는빈터의

광은오척이더라 12서편뜰뒤에건물이있는데광이

칠십척이요장이구십척이며그사면벽의두께가오

척이더라 13그가전을척량하니장이일백척이요또

서편뜰과그건물과그벽을합하여장이일백척이요

14전전면의광이일백척이요그앞동향한뜰의광도

그러하며 15그가뒷뜰뒤에있는건물을척량하니그

좌우편다락까지일백척이더라내전과외전과그뜰

의현관과 16문통벽과닫힌창과삼면에둘려있는다

락은문통안편에서부터땅에서창까지널판으로가리

웠고 (창은이미닫히었더라) 17문통위와내전과외전

의사면벽도다그러하니곧척량한대소대로며 18널

판에는그룹들과종려나무를새겼는데두그룹사이에

종려나무하나가있으며매그룹에두얼굴이있으니

19하나는사람의얼굴이라이편종려나무를향하였고

하나는어린사자의얼굴이라저편종려나무를향하였

으며온전사면이다그러하여 20땅에서부터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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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그룹들과종려나무들을새겼으니성전벽이다

그러하더라 21외전문설주는네모졌고내전전면에있

는식양은이러하니 22곧나무제단의고가삼척이요

장이이척이며그모퉁이와옆과면을다나무로만들

었더라그가내게이르되이는여호와의앞의상이라

하더라 23내전과외전에각기문이있는데 24문마다

각기두문짝곧접치는두문짝이있어이문에두짝

이요저문에두짝이며 25이성전문에그룹과종려나

무를새겼는데벽에있는것과같고현관앞에는나무

디딤판이있으며 26현관좌우편에는닫힌창도있고

종려나무도새겼고전의골방과디딤판도그러하더라

42그가나를데리고밖으로나가북편뜰로가서두

방에이르니그두방의하나는골방앞뜰을향하였고

하나는북편건물을향하였는데 2그방들의자리의장

이일백척이요광이오십척이며그문은북을향하였

고 3그방삼층에툇마루들이있는데한방의툇마루

는이십척되는안뜰과마주대하였고한방의툇마루

는바깥뜰박석깔린곳과마주대하였으며 4그두방

사이에통한길이있어광이십척이요장이일백척이

며그문들은북을향하였으며 5그상층의방은제일

좁으니이는툇마루를인하여하층과중층보다상층이

더줄어짐이라 6그방이삼층이라도뜰의기둥같은

기둥이없으므로그상층이하층과중층보다더욱좁

아짐이더라 7그한방의바깥담곧뜰의담과마주대

한담의장이오십척이니 8바깥뜰로향한방의장이

오십척임이며성전앞을향한방은일백척이며 9이방

들아래에동편에서들어가는통행구가있으니곧바

깥뜰에서들어가는통행구더라 10남편골방뜰맞은

편과남편건물맞은편에도방둘이있는데 11그두방



에스겔 1594

사이에길이있고그방들의모양은북편방같고그장

광도같으며그출입구와문도그와같으며 12남편방

에출입하는문이있는데담동편길머리에있더라 13

그가내게이르되좌우골방뜰앞곧북편남편에있는

방들은거룩한방이라여호와를가까이하는제사장들

이지성물을거기서먹을것이며지성물곧소제와속

죄제와속건제의제물을거기둘것이며이는거룩한

곳이라 14제사장의의복은거룩하므로제사장이성소

에들어갔다가나올때에바로바깥뜰로가지못하고

수종드는그의복을그방에두고다른옷을입고백성

의뜰로나갈것이니라하더라 15그가안에있는전척

량하기를마친후에나를데리고동향한문길로나가

서사면담을척량하는데 16그가척량하는장대곧그

장대로동편을척량하니오백척이요 17그장대로북편

을척량하니오백척이요 18그장대로남편을척량하니

오백척이요 19서편으로돌이켜그장대로척량하니오

백척이라 20그가이와같이그사방을척량하니그사

방담안마당의장과광이오백척씩이라그담은거룩

한것과속된것을구별하는것이더라

43그후에그가나를데리고문에이르니곧동향한

문이라 2이스라엘하나님의영광이동편에서부터오

는데하나님의음성이많은물소리같고땅은그영광

으로인하여빛나니 3그모양이내가본이상곧전에

성읍을멸하러올때에보던이상같고그발하숫가에

서보던이상과도같기로내가곧얼굴을땅에대고엎

드렸더니 4여호와의영광이동문으로말미암아전으

로들어가고 5성신이나를들어데리고안뜰에들어

가시기로내가보니여호와의영광이전에가득하더라

6들은즉누구인지전에서내게말하더니사람이내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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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서 7내게이르시되인자야이는내보좌의처소,

내발을두는처소, 내가이스라엘족속가운데영원히

거할곳이라이스라엘족속곧그들과그왕들이음란

히행하며그죽은왕들의시체로다시는내거룩한이

름을더럽히지아니하리라 8그들이그문지방을내문

지방곁에두며그문설주를내문설주곁에두어서그

들과나사이에겨우한담이막히게하였고또그행하

는가증한일로내거룩한이름을더럽혔으므로내가

노하여멸하였거니와 9이제는그들이그음란과그왕

들의시체를내게서멀리제하여버려야할것이라그

리하면내가영원토록그들의가운데거하리라 10인자

야너는이전을이스라엘족속에게보여서그들로자

기의죄악을부끄러워하고그형상을측량하게하라 11

만일그들이자기의행한모든일을부끄러워하거든

너는이전의제도와식양과그출입하는곳과그모든

형상을보이며또그모든규례와그모든법도와그모

든율례를알게하고그목전에그것을써서그들로그

모든법도와그모든규례를지켜행하게하라 12전의

법은이러하니라산꼭대기지점의주위는지극히거

룩하리라전의법은이러하니라 13제단의척수는이러

하니라 (한자는팔꿈치에서부터손가락에이르고한

손바닥넓이가더한것이라) 제단밑받침의고가일척

이요그사면가장자리의광이일척이며그가으로둘

린턱의광이한뼘이니이는제단밑받침이요 14이땅

에닿은밑받침면에서아랫층의고가이척이요, 그가

장자리의광이일척이며이아랫층면에서이층의고

가사척이요그가장자리의광이일척이며 15그번제

단윗층의고가사척이며그번제하는바닥에서솟은

뿔이넷이며 16그번제하는바닥의장이십이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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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이십이척이니네모반듯하고 17그아랫층의장이

십사척이요, 광이십사척이니네모반듯하고그밑받

침에둘린턱의광이반척이며그가장자리의광이일

척이니라그층계는동을향하게할지니라 18그가내

게이르시되인자야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이제단

을만드는날에그위에번제를드리며피를뿌리는규

례가이러하니라 19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나를가

까이하여내게수종드는사독의자손레위사람제사

장에게너는어린수송아지하나를주어속죄제물을

삼되 20네가그피를취하여제단의네뿔과아랫층네

모퉁이와사면가장자리에발라속죄하여제단을정결

케하고 21그속죄제물의수송아지를취하여전의정

한처소곧성소밖에서불사를지며 22다음날에는흠

없는수염소하나로속죄제물을삼아드려서그제단

을정결케하기를수송아지로정결케함과같이하고

23정결케하기를마친후에는흠없는수송아지하나

와떼가운데서흠없는수양하나를드리되 24나여호

와앞에받들어다가제사장은그위에소금을쳐서나

여호와께번제로드릴것이며 25칠일동안은매일염

소하나를갖추어속죄제물을삼고또어린수송아지

하나와떼가운데서수양하나를흠없는것으로갖출

것이며 26이와같이칠일동안제단을위하여속죄제

를드려정결케하며봉헌할것이요 27이모든날이찬

후제팔일에와그다음에는제사장이제단위에서너

희번제와감사제를드릴것이라그리하면내가너희

를즐겁게받으리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하시더

라

44그가나를데리고성소동향한바깥문에돌아오시

니그문이닫히었더라 2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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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닫고다시열지못할지니아무사람도그리로들

어오지못할것은이스라엘하나님나여호와가그리

로들어왔음이라그러므로닫아둘지니라 3왕은왕인

까닭에안길로이문현관으로들어와서거기앉아서

나여호와앞에서음식을먹고그길로나갈것이니라

4그가또나를데리고북문을통하여전앞에이르시기

로내가보니여호와의영광이여호와의전에가득한

지라내가얼굴을땅에대고엎드린대 5여호와께서내

게이르시되인자야너는전심으로주목하여내가네

게말하는바여호와의전의모든규례와모든율례를

귀로듣고또전의입구와성소의출구를전심으로주

의하고 6너는패역한자곧이스라엘족속에게이르기

를주여호와의말씀이이스라엘족속아너희의모든

가증한일이족하니라 7대저너희가마음과몸에할례

받지아니한이방인을데려오고떡과기름과피를드

릴때에그들로내성소안에있게하여내전을더럽히

므로너희의모든가증한일외에그들이내언약을위

반케하는것이되었으며 8너희가내성물의직분을

지키지아니하고내성소에사람을두어너희직분을

대신지키게하였느니라 9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이

스라엘족속중에있는이방인중에마음과몸이할례

를받지아니한이방인은내성소에들어오지못하리

라 10이스라엘족속이그릇하여나를떠날때에레위

사람도그릇하여그우상을좇아나를멀리떠났으니

그죄악을담당하리라 11그러나그들이내성소에서

수종들어전문을맡을것이며전에서수종들어백성의

번제의희생과및다른희생을잡아앞에서서수종들

게되리라 12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그들이전에백

성을위하여그우상앞에서수종들어서이스라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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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죄악에거치게하였으므로내가내손을들어

쳐서그들로그죄악을담당하여 13내게가까이나아

와제사장의직분을행치못하게하며또내성물곧지

성물에가까이오지못하게하리니그들이자기의수

욕과그행한바가증한일을담당하리라 14그러나내

가그들을세워전을수직하게하고전에모든수종드

는일과그가운데서행하는모든일을맡기리라 15이

스라엘족속이그릇하여나를떠날때에사독의자손

레위사람제사장들은내성소의직분을지켰은즉그

들은내게가까이나아와수종을들되내앞에서서기

름과피를내게드릴지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6그들이내성소에들어오며또내상에가까이나아

와내게수종들어나의맡긴직분을지키되 17그들이

안뜰문에들어올때에나안뜰문과전안에서수종들

때에는양털옷을입지말고가는베옷을입을것이니

18가는베관을머리에쓰며가는베바지를입고땀나

게하는것으로허리를동이지말것이며 19그들이바

깥뜰백성에게로나갈때에는수종드는옷을벗어거

룩한방에두고다른옷을입을지니이는그옷으로백

성을거룩케할까함이니라 20그들은또머리털을밀

지도말며머리털을길게자라게도말고그머리털을

깎기만할것이며 21아무제사장이든지안뜰에들어

갈때에는포도주를마시지말것이며 22과부나이혼

한여인에게장가들지말고오직이스라엘족속의처

녀나혹시제사장의과부에게장가들것이며 23내백

성에게거룩한것과속된것의구별을가르치며부정

한것과정한것을분별하게할것이며 24송사하는일

을재판하되내규례대로재판할것이며내모든정한

절기에는내법도와율례를지킬것이며또내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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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거룩케하며 25시체를가까이하여스스로더럽히지

못할것이로되부모나자녀나형제나시집가지아니

한자매를위하여는더럽힐수있으며 26이런자는스

스로정결케한후에칠일을더지낼것이요 27성소에

수종들려하여안뜰과성소에들어갈때에는속죄제

를드릴지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28그들은기

업이있으리니내가곧그기업이라너희는이스라엘

가운데서그들에게산업을주지말라나는그산업이

됨이니라 29그들은소제와속죄제와속건제의제물을

먹을지니이스라엘중에서구별하여드리는물건을다

그들에게돌리며 30또각종처음익은열매와너희모

든예물중에각종거제제물을다제사장에게돌리고

너희가또첫밀가루를제사장에게주어그들로네집

에복이임하도록하게하라 31무릇새나육축의스스

로죽은것이나찢긴것은다제사장이먹지못할것이

니라

45너희는제비뽑아땅을나누어기업을삼을때에

한구역을거룩한땅으로삼아여호와께예물로드릴

지니그장은이만오천척이요광은일만척이라그구

역안전부가거룩하리라 2그중에서성소에속할땅

은장이오백척이요광이오백척이니네모반듯하며

그외에사면오십척으로뜰이되게하되 3이척량한

중에서장이만오천척과광일만척을척량하고그가

운데성소를둘지니지극히거룩한곳이요 4그땅의

거룩한구역이라여호와께가까이나아가서성소에서

수종드는제사장에게돌려그집을위하여있는곳이

되게하며성소를위하여있는거룩한곳이되게하고

5또장이만오천척과광일만척을척량하여전에서

수종드는레위사람에게돌려그들의산업을삼아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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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을세우게하고 6구별한거룩한구역옆에광오

천척과장이만오천척을척량하여성읍의기지를삼

아이스라엘온족속에게돌리고 7드린바거룩한구역

과성읍의기지된땅의좌우편곧드린바거룩한구역

의옆과성읍의기지옆의땅을왕에게돌리되서편으

로향하여서편국경까지와동편으로향하여동편국

경까지니그장이구역하나와서로같을지니라 8이땅

으로왕에게돌려이스라엘중에기업을삼게하면나

의왕들이다시는내백성을압제하지아니하리라그

나머지땅은이스라엘족속에게그지파대로나눠줄

지니라 9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이스라엘의치리자

들아너희에게족하니라너희는강포와겁탈을제하여

버리고공평과공의를행하여내백성에게토색함을그

칠지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10너희는공평한

저울과, 공평한에바와, 공평한밧을쓸지니 11에바와

밧은그용량을동일히하되호멜의용량을따라밧은

호멜십분지일을담게하고에바도호멜십분지일을

담게할것이며 12세겔은이십게라니이십세겔과, 이

십오세겔과, 십오세겔로너희마네가되게하라 13

너희의마땅히드릴예물이이러하니밀한호멜에서

는에바육분지일을드리고보리한호멜에서도에바

육분지일을드리며 14기름은정한규례대로한고르

에서밧십분지일을드릴지니기름의밧으로말하면

한고르는십밧곧한호멜이며(십밧은한호멜이라)

15또이스라엘윤택한초장의떼이백마리에서는한

어린양을드릴것이라백성을속죄하기위하여이것

들로소제와번제와감사제물을삼을지니라나주여

호와의말이니라 16이땅모든백성은이예물로이스

라엘왕에게드리고 17왕은본분대로번제와소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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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절기와월삭과안식일과이스라엘족속의모든

정한절기에드릴지니이스라엘족속을속죄하기위하

여이속죄제와소제와번제와감사제물을갖출지니

라 18나여호와가말하노라정월초하룻날에흠없는

수송아지하나를취하여성소를정결케하되 19제사장

이그속죄제희생의피를취하여전문설주와제단아

랫층네모퉁이와안뜰문설주에바를것이요 20그달

칠일에도모든그릇범죄한자와부지중범죄한자를

위하여역시그렇게하여전을속죄할지니라 21정월

십사일에는유월절곧칠일절기를지키며누룩없는

떡을먹을것이라 22그날에왕은자기와이땅모든백

성을위하여송아지하나를갖추어속죄제를드릴것

이요 23또절기칠일동안에는그가나여호와를위하

여번제를갖추되곧칠일동안에매일흠없는수송아

지일곱과수양일곱이며또매일수염소하나를갖추

어속죄제를드릴것이며 24또소제를갖추되수송아

지하나에는밀가루한에바요수양하나에도한에바

며밀가루한에바에는기름한힌씩이며 25칠월십오

일절기칠일동안에도이대로행하여속죄제와번제

며그밀가루와기름을드릴지니라

46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안뜰동향한문을일하

는육일동안에는닫되안식일에는열며월삭에도열

고 2왕은바깥문현관을통하여들어와서문벽곁에

서고제사장은그를위하여번제와감사제를드릴것

이요왕은문통에서경배한후에밖으로나가고그문

은저녁까지닫지말것이며 3이땅백성도안식일과

월삭에이문통에서나여호와앞에경배할것이며 4

안식일에왕이여호와께드릴번제는흠없는어린양

여섯과흠없는수양하나라 5그소제는수양하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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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한에바요모든어린양에는그힘대로할것이

며밀가루한에바에는기름한힌씩이니라 6월삭에는

흠없는수송아지하나와어린양여섯과수양하나를

드리되모두흠없는것으로할것이며 7또소제를갖

추되수송아지에는밀가루한에바요수양에도밀가루

한에바며모든어린양에는그힘대로할것이요밀가

루한에바에는기름한힌씩이며 8왕이올때에는이

문현관을통하여들어오고나갈때에도그리할지니라

9그러나모든정한절기에이땅거민이나여호와앞

에나아올때에는북문으로들어와서경배하는자는

남문으로나가고남문으로들어오는자는북문으로나

갈지라들어온문으로도로나가지말고그몸이앞으

로향한대로나갈지며 10왕은무리가운데있어서그

들의들어올때에들어오고그들의나갈때에나갈지

니라 11절기와성회때에그소제는수송아지하나에

밀가루한에바요수양하나에도한에바요모든어린

양에는그힘대로할것이며밀가루한에바에는기름

한힌씩이며 12만일왕이자원하여번제를갖추거나

혹자원하여감사제를갖추어나여호와께드릴때에

는그를위하여동향한문을열고그가번제와감사제

를안식일에드림같이드리고밖으로나갈지며나간

후에문을닫을지니라 13아침마다일년되고흠없는

어린양하나로번제를갖추어나여호와께드리고 14

또아침마다그것과함께드릴소제를갖추되곧밀가

루에바육분지일과기름힌삼분지일을섞을것이니

이는영원한규례를삼아항상나여호와께드릴소제

라 15이와같이아침마다그어린양과밀가루와기름

을갖추어항상드리는번제를삼을지니라 16나주여

호와가말하노라왕이만일한아들에게선물을준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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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기업이되어그자손에게속하나니이는그기업

을이어받음이어니와 17왕이만일그기업으로한종

에게선물로준즉그종에게속하여희년까지이르고

그후에는왕에게로돌아갈것이니왕의기업은그아

들이이어받을것임이니라 18왕은백성의기업을취

하여그산업에서쫓아내지못할지니왕이자기아들

에게기업으로줄것은자기산업으로만할것임이니

라백성으로각각그산업을떠나흩어지지않게할것

이니라 19그후에그가나를데리고문곁통행구로말

미암아제사장의북향한거룩한방에들어가시니그

방뒤서편에한처소가있더라 20그가내게이르시되

이는제사장이속건제와속죄제희생을삶으며소제

제물을구울처소니그들이이성물을가지고바깥뜰

에나가면백성을거룩하게할까함이니라하시고 21

나를데리고바깥뜰로나가서나로뜰네구석을지나

가게하시는데본즉그뜰매구석에또뜰이있는데 22

뜰네구석에있는그뜰에담이둘렸으니뜰의장이사

십척이요광이삼십척이라구석의네뜰이한척수며

23그작은네뜰사면으로돌아가며부엌이있고그사

면부엌에삶는기구가설비되었었는데 24그가내게

이르시되이는삶는부엌이니전에수종드는자가백

성의제물을여기서삶을것이니라하시더라

47그가나를데리고전문에이르시니전의전면이

동을향하였는데그문지방밑에서물이나와서동으

로흐르다가전우편제단남편으로흘러내리더라 2그

가또나를데리고북문으로나가서바깥길로말미암

아꺾여동향한바깥문에이르시기로본즉물이그우

편에서스미어나오더라 3그사람이손에줄을잡고

동으로나아가며일천척을척량한후에나로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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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게하시니물이발목에오르더니 4다시일천척을

척량하고나로물을건너게하시니물이무릎에오르

고다시일천척을척량하고나로물을건너게하시니

물이허리에오르고 5다시일천척을척량하시니물이

내가건너지못할강이된지라그물이창일하여헤엄

할물이요사람이능히건너지못할강이더라 6그가

내게이르시되인자야네가이것을보았느냐하시고

나를인도하여강가로돌아가게하시기로 7내가돌아

간즉강좌우편에나무가심히많더라 8그가내게이

르시되이물이동방으로향하여흘러아라바로내려

가서바다에이르리니이흘러내리는물로그바다의

물이소성함을얻을지라 9이강물이이르는곳마다번

성하는모든생물이살고또고기가심히많으리니이

물이흘러들어가므로바닷물이소성함을얻겠고이

강이이르는각처에모든것이살것이며 10또이강가

에어부가설것이니엔게디에서부터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곳이될것이라그고기가각기종류를따라

큰바다의고기같이심히많으려니와 11그진펄과개

펄은소성되지못하고소금땅이될것이며 12강좌우

가에는각종먹을실과나무가자라서그잎이시들지

아니하며실과가끊치지아니하고달마다새실과를

맺으리니그물이성소로말미암아나옴이라그실과

는먹을만하고그잎사귀는약재료가되리라 13나주

여호와가말하노라너희는이지계대로이스라엘십

이지파에게이땅을나누어기업이되게하되요셉에

게는두분깃이니라 14내가옛적에맹세하여이땅으

로너희열조에게주마하였었나니너희는피차없이

나누어기업을삼으라이땅이너희의기업이되리라

15이땅지계는이러하니라북방은대해에서헤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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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말미암아스닷어귀까지니 16곧하맛과브로다며

다메섹지계와하맛지계사이에있는시브라임과하

우란지계곁에있는하셀핫디곤이라 17그지계가바

닷가에서부터다메섹과지계에있는하살에논까지요

그지계가또극북방에있는하맛지계에미쳤나니이

는그북방이요 18동방은하우란과다메섹과및길르

앗과이스라엘땅사이에있는요단강이니북편지계

에서부터동해까지척량하라이는그동방이요 19남방

은다말에서부터므리봇가데스물에이르고애굽시

내를따라대해에이르나니이는그남방이요 20서방

은대해라남편지계에서부터맞은편하맛어귀까지

이르나니이는그서방이니라 21그런즉너희가이스라

엘모든지파대로이땅을나누어차지하라 22너희는

이땅을나누되제비뽑아너희와너희가운데우거하

는외인곧너희가운데서자녀를낳은자의기업이되

게할지니너희는그외인을본토에서난이스라엘족

속같이여기고그들로이스라엘지파중에서너희와

함께기업을얻게하되 23외인이우거하는그지파에

서그기업을줄지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48모든지파의이름대로이같을지니라극북에서부

터헤들론길로말미암아하맛어귀를지나서다메섹

지계에있는하살에논까지곧북으로하맛지계에미

치는땅동편에서서편까지는단의분깃이요 2단지계

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아셀의분깃이요 3아

셀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납달리의분깃

이요 4납달리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므

낫세의분깃이요 5므낫세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

편까지는에브라임의분깃이요 6에브라임지계다음

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르우벤의분깃이요 7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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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유다의분깃이

요 8유다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너희가

예물로드릴땅이라광이이만오천척이요장은다른

분깃의동편에서서편까지와같고성소는그중앙에

있을지니 9곧너희가여호와께드려예물로삼을땅의

장이이만오천척이요광이일만척이라 10이드리는

거룩한땅은제사장에게돌릴지니북편으로장이이만

오천척이요서편으로광이일만척이요동편으로광이

일만척이요남편으로장이이만오천척이라그중앙에

여호와의성소가있게하고 11이땅으로사독의자손

중거룩히구별한제사장에게돌릴지어다그들은직분

을지키고이스라엘족속이그릇할때에레위사람의

그릇한것처럼그릇까지아니하였느니라 12이온땅

중에서예물로드리는땅곧레위지계와연접한땅을

그들이지극히거룩한것으로여길지니라 13제사장의

지계를따라레위사람의분깃을주되장이이만오천

척이요광이일만척으로할지니이구역의장이이만

오천척이요광이각기일만척이라 14그들이그땅을

팔지도못하며바꾸지도못하며그땅의처음익은열

매를남에게주지도못하리니이는나여호와에게거

룩히구별한것임이니라 15이이만오천척다음으로

광오천척은속된땅으로하여성읍을세우며거하는

곳과들을삼되성이그중앙에있게할지니 16그척수

는북편도사천오백척이요남편도사천오백척이요,

동편도사천오백척이요, 서편도사천오백척이며 17

그성의들은북으로이백오십척이요남으로이백오

십척이요, 동으로이백오십척이요, 서으로이백오십

척이며 18예물을삼아거룩히구별할땅과연접하여

남아있는땅의장이동으로일만척이요서으로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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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라곧예물을삼아거룩히구별할땅과연접하였

으며그땅의소산은성읍에서역사하는자의양식을

삼을지라 19이스라엘모든지파중에그성읍에서역

사하는자는그땅을기경할지니라 20그런즉예물로

드리는땅의도합은장도이만오천척이요광도이만

오천척이라너희가거룩히구별하여드릴땅은성읍의

기지와합하여네모반듯할것이니라 21거룩히구별할

땅과성읍의기지좌우편에남은땅은왕에게돌릴지

니곧거룩히구별할땅의동향한그지계앞이만오천

척이라다른분깃들과연접한땅이니이것을왕에게

돌릴것이며거룩히구별할땅과전의성소가그중간

에있으리라 22그런즉왕에게돌려그에게속할땅은

레위사람의기업좌우편과성읍의기지좌우편이며

유다지경과베냐민지경사이에있을지니라 23그나

머지모든지파는동편에서서편까지는베냐민의분깃

이요 24베냐민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시

므온의분깃이요 25시므온지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

편까지는잇사갈의분깃이요 26잇사갈지계다음으로

동편에서서편까지는스불론의분깃이요 27스불론지

계다음으로동편에서서편까지는갓의분깃이며 28갓

지계다음으로남편지계는다말에서부터므리바가데

스물에이르고애굽시내를따라대해에이르나니 29

이것은너희가제비뽑아이스라엘지파에게나누어

주어기업이되게할땅이요또이것들은그들의분깃

이니라나주여호와의말이니라 30그성읍의출입구

는이러하니라북편의광이사천오백척이라 31그성

읍의문들은이스라엘지파들의이름을따를것인데

북으로문이셋이라하나는르우벤문이요, 하나는유

다문이요, 하나는레위문이며 32동편의광이사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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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이니또한문이셋이라하나는요셉문이요, 하나

는베냐민문이요, 하나는단문이며 33남편의광이사

천오백척이니또한문이셋이라하나는시므온문이

요, 하나는잇사갈문이요, 하나는스불론문이며 34서

편도사천오백척이니또한문이셋이라하나는갓문

이요, 하나는아셀문이요, 하나는납달리문이며 35그

사면의도합이일만팔천척이라그날후로는그성읍

의이름을여호와삼마라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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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1유다왕여호야김이위에있은지삼년에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예루살렘에이르러그것을에워쌌더니

2주께서유다왕여호야김과하나님의전기구얼마를

그의손에붙이시매그가그것을가지고시날땅자기

신의묘에이르러그신보고에두었더라 3왕이환관

장아스부나스에게명하여이스라엘자손중에서왕족

과귀족의몇사람 4곧흠이없고아름다우며모든재

주를통달하며지식이구비하며학문에익숙하여왕궁

에모실만한소년을데려오게하였고그들에게갈대

아사람의학문과방언을가르치게하였고 5또왕이

지정하여자기의진미와자기의마시는포도주에서그

들의날마다쓸것을주어삼년을기르게하였으니이

는그후에그들로왕의앞에모셔서게하려함이었더

라 6그들중에유다자손곧다니엘과하나냐와미사

엘과아사랴가있었더니 7환관장이그들의이름을고

쳐다니엘은벨드사살이라하고하나냐는사드락이라

하고미사엘은메삭이라하고아사랴는아벳느고라하

였더라 8다니엘은뜻을정하여왕의진미와그의마시

는포도주로자기를더럽히지아니하리라하고자기를

더럽히지않게하기를환관장에게구하니 9하나님이

다니엘로환관장에게은혜와긍휼을얻게하신지라 10

환관장이다니엘에게이르되내가내주왕을두려워

하노라그가너희먹을것과너희마실것을지정하셨

거늘너희의얼굴이초췌하여동무소년들만못한것

을그로보시게할것이무엇이냐그렇게되면너희까

닭에내머리가왕앞에서위태하게되리라하니라 11

환관장이세워다니엘과하나냐와미사엘과아사랴를

감독하게한자에게다니엘이말하되 12청하오니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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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들을열흘동안시험하여채식을주어먹게하고

물을주어마시게한후에 13당신앞에서우리의얼굴

과왕의진미를먹는소년들의얼굴을비교하여보아

서보이는대로종들에게처분하소서하매 14그가그

들의말을좇아열흘을시험하더니 15열흘후에그들

의얼굴이더욱아름답고살이더욱윤택하여왕의진

미를먹는모든소년보다나아보인지라 16이러므로

감독하는자가그들에게분정된진미와마실포도주를

제하고채식을주니라 17하나님이이네소년에게지

식을얻게하시며모든학문과재주에명철하게하신

외에다니엘은또모든이상과몽조를깨달아알더라

18왕의명한바그들을불러들일기한이찼으므로환

관장이그들을데리고느부갓네살앞으로들어갔더니

19왕이그들과말하여보매무리중에다니엘과하나

냐와미사엘과아사랴와같은자없으므로그들로왕

앞에모시게하고 20왕이그들에게모든일을묻는중

에그지혜와총명이온나라박수와술객보다십배나

나은줄을아니라 21다니엘은고레스왕원년까지있

으니라

2느부갓네살이위에있은지이년에꿈을꾸고그로

인하여마음이번민하여잠을이루지못한지라 2왕이

그꿈을자기에게고하게하려고명하여박수와술객

과점장이와갈대아술사를부르매그들이들어와서

왕의앞에선지라 3왕이그들에게이르되내가꿈을

꾸고그꿈을알고자하여마음이번민하도다 4갈대아

술사들이아람방언으로왕에게말하되왕이여만세수

를하옵소서왕은그꿈을종들에게이르시면우리가

해석하여드리겠나이다 5왕이갈대아술사에게대답

하여가로되내가명령을내렸나니너희가만일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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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석을나로알게하지아니하면너희몸을쪼갤것

이며너희집으로거름터를삼을것이요 6너희가만일

꿈과그해석을보이면너희가선물과상과큰영광을

내게서얻으리라그런즉꿈과그해석을내게보이라 7

그들이다시대답하여가로되청컨대왕은꿈을종들

에게이르소서그리하시면우리가해석하여드리겠나

이다 8왕이대답하여가로되내가분명히아노라너희

가나의명령이내렸음을보았으므로시간을천연하려

함이로다 9너희가만일이꿈을나로알게하지아니

하면너희를처치할법이오직하나이니이는너희가

거짓말과망령된말을내앞에서꾸며말하여때가변

하기를기다리려함이니라이제그꿈을내게알게하

라그리하면너희가그해석도보일줄을내가알리라

10갈대아술사들이왕앞에대답하여가로되세상에는

왕의그일을보일자가하나도없으므로크고권력있

는왕이이런것으로박수에게나술객에게나갈대아

술사에게물은자가절대로있지아니하였나이다 11왕

의물으신것은희한한일이라육체와함께거하지아

니하는신들외에는왕앞에그것을보일자가없나이

다한지라 12왕이이로인하여진노하고통분하여바

벨론모든박사를다멸하라명하니라 13왕의명령이

내리매박사들은죽게되었고다니엘과그동무도죽

이려고찾았더라 14왕의시위대장관아리옥이바벨론

박사들을죽이러나가매다니엘이명철하고슬기로운

말로 15왕의장관아리옥에게물어가로되왕의명령

이어찌그리급하뇨아리옥이그일을다니엘에게고

하매 16다니엘이들어가서왕께구하기를기한하여주

시면왕에게그해석을보여드리겠다하니라 17이에

다니엘이자기집으로돌아가서그동무하나냐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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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엘과아사랴에게그일을고하고 18하늘에계신하

나님이이은밀한일에대하여긍휼히여기사자기다

니엘과동무들이바벨론의다른박사와함께죽임을

당치않게하시기를그들로구하게하니라 19이에이

은밀한것이밤에이상으로다니엘에게나타나보이매

다니엘이하늘에계신하나님을찬송하니라 20다니엘

이말하여가로되영원무궁히하나님의이름을찬송

할것은지혜와권능이그에게있음이로다 21그는때

와기한을변하시며왕들을폐하시고왕들을세우시며

지혜자에게지혜를주시고지식자에게총명을주시는

도다 22그는깊고은밀한일을나타내시고어두운데

있는것을아시며또빛이그와함께있도다 23나의열

조의하나님이여!주께서이제내게지혜와능력을주

시고우리가주께구한바일을내게알게하셨사오니

내가주께감사하고주를찬양하나이다곧주께서왕

의그일을내게보이셨나이다하니라 24이에다니엘

이왕이바벨론박사들을멸하라명한아리옥에게로

가서이르매그에게이같이이르되바벨론박사들을

멸하지말고나를왕의앞으로인도하라그리하면내

가그해석을왕께보여드리리라 25이에아리옥이다

니엘을데리고급히왕의앞에들어가서고하되내가

사로잡혀온유다자손중에서한사람을얻었나이다

그가그해석을왕께아시게하리이다 26왕이대답하

여벨드사살이라이름한다니엘에게이르되내가얻은

꿈과그해석을네가능히내게알게하겠느냐 27다니

엘이왕앞에대답하여가로되왕의물으신바은밀한

것은박사나술객이나박수나점장이가능히왕께보

일수없으되 28오직은밀한것을나타내실자는하늘

에계신하나님이시라그가느부갓네살왕에게후일에



다니엘 1613

될일을알게하셨나이다왕의꿈곧왕이침상에서뇌

속으로받은이상은이러하니이다 29왕이여왕이침상

에나아가서장래일을생각하실때에은밀한것을나

타내시는이가장래일을왕에게알게하셨사오며 30

내게이은밀한것을나타내심은내지혜가다른인생

보다나은것이아니라오직그해석을왕에게알려서

왕의마음으로생각하던것을왕으로알게하려하심이

니이다 31왕이여왕이한큰신상을보셨나이다그신

상이왕의앞에섰는데크고광채가특심하며그모양

이심히두려우니 32그우상의머리는정금이요가슴

과팔들은은이요배와넓적다리는놋이요 33그종아

리는철이요그발은얼마는철이요얼마는진흙이었

나이다 34또왕이보신즉사람의손으로하지아니하

고뜨인돌이신상의철과진흙의발을쳐서부숴뜨리

매 35때에철과진흙과놋과은과금이다부숴져여름

타작마당의겨같이되어바람에불려간곳이없었고

우상을친돌은태산을이루어온세계에가득하였었나

이다 36그꿈이이러한즉내가이제그해석을왕앞에

진술하리이다 37왕이여왕은열왕의왕이시라하늘의

하나님이나라와권세와능력과영광을왕에게주셨고

38인생들과들짐승과공중의새들어느곳에있는것을

무론하고그것들을왕의손에붙이사다다스리게하

셨으니왕은곧그금머리니이다 39왕의후에왕만못

한다른나라가일어날것이요세째로또놋같은나라

가일어나서온세계를다스릴것이며 40네째나라는

강하기가철같으리니철은모든물건을부숴뜨리고

이기는것이라철이모든것을부수는것같이그나라

가뭇나라를부숴뜨리고빻을것이며 41왕께서그발

과발가락이얼마는토기장이의진흙이요얼마는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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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보셨은즉그나라가나누일것이며왕께서철과

진흙이섞인것을보셨은즉그나라가철의든든함이

있을것이나 42그발가락이얼마는철이요얼마는진

흙인즉그나라가얼마는든든하고얼마는부숴질만

할것이며 43왕께서철과진흙이섞인것을보셨은즉

그들이다른인종과서로섞일것이나피차에합하지

아니함이철과진흙이합하지않음과같으리이다 44이

열왕의때에하늘의하나님이한나라를세우시리니

이것은영원히망하지도아니할것이요그국권이다

른백성에게로돌아가지도아니할것이요도리어이

모든나라를쳐서멸하고영원히설것이라 45왕이사

람의손으로아니하고산에서뜨인돌이철과놋과진

흙과은과금을부숴뜨린것을보신것은크신하나님

이장래일을왕께알게하신것이라이꿈이참되고이

해석이확실하니이다 46이에느부갓네살왕이엎드려

다니엘에게절하고명하여예물과향품을그에게드리

게하니라 47왕이대답하여다니엘에게이르되너희

하나님은참으로모든신의신이시요모든왕의주재

시로다네가능히이은밀한것을나타내었으니네하

나님은또은밀한것을나타내시는자시로다 48왕이

이에다니엘을높여귀한선물을많이주며세워바벨

론모든박사의어른을삼았으며 49왕이또다니엘의

청구대로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를세워바벨론도

의일을다스리게하였고다니엘은왕궁에있었더라

3느부갓네살왕이금으로신상을만들었으니고는육

십규빗이요광은여섯규빗이라그것을바벨론도의

두라평지에세웠더라 2느부갓네살왕이보내어방백

과수령과도백과재판관과재무관과모사와법률사와

각도모든관원을자기느부갓네살왕의세운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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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예식에참집하게하매 3이에방백과수령과도백

과재판관과재무관과모사와법률사와각도모든관

원이느부갓네살왕의세운신상의낙성예식에참집

하여느부갓네살의세운신상앞에서니라 4반포하는

자가크게외쳐가로되백성들과나라들과각방언하

는자들아왕이너희무리에게명하시나니 5너희는나

팔과피리와수금과삼현금과양금과생황과및모든

악기소리를들을때에엎드리어느부갓네살왕의세

운금신상에게절하라 6누구든지엎드리어절하지아

니하는자는즉시극렬히타는풀무에던져넣으리라

하매 7모든백성과나라들과각방언하는자들이나팔

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모든악기소

리를듣자곧느부갓네살왕의세운금신상에게엎드

리어절하니라 8그때에어떤갈대아사람들이나아와

유다사람들을참소하니라 9그들이느부갓네살왕에

게고하여가로되왕이여만세수를하옵소서 10왕이여

왕이명령을내리사무릇사람마다나팔과, 피리와, 수

금과,삼현금과,양금과,생황과,및모든악기소리를

듣거든엎드리어금신상에게절할것이라 11누구든지

엎드리어절하지아니하는자는극렬히타는풀무가

운데던져넣음을당하리라하지아니하셨나이까? 12

이제몇유다사람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는왕이

세워바벨론도를다스리게하신자이어늘왕이여이

사람들이왕을높이지아니하며왕의신들을섬기지

아니하며왕이세우신금신상에게절하지아니하나이

다 13느부갓네살왕이노하고분하여사드락과메삭과

아벳느고를끌어오라명하매드디어그사람들을왕

의앞으로끌어온지라 14느부갓네살이그들에게물어

가로되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너희가내신을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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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하며내가세운그신상에게절하지아니하니

짐짓그리하였느냐? 15이제라도너희가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나팔과,피리와,수금과,삼현금과,양금과,

생황과, 및모든악기소리를듣거든내가만든신상앞

에엎드리어절하면좋거니와너희가만일절하지아

니하면즉시너희를극렬히타는풀무가운데던져넣

을것이니능히너희를내손에서건져낼신이어떤신

이겠느냐 16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가왕에게대답

하여가로되느부갓네살이여우리가이일에대하여

왕에게대답할필요가없나이다 17만일그럴것이면

왕이여우리가섬기는우리하나님이우리를극렬히

타는풀무가운데서능히건져내시겠고왕의손에서

도건져내시리이다 18그리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우

리가왕의신들을섬기지도아니하고왕의세우신금

신상에게절하지도아니할줄을아옵소서 19느부갓네

살이분이가득하여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를향하

여낯빛을변하고명하여이르되그풀무를뜨겁게하

기를평일보다칠배나뜨겁게하라하고 20군대중용

사몇사람을명하여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를결

박하여극렬히타는풀무가운데던지라하니 21이사

람들을고의와속옷과겉옷과별다른옷을입은채결

박하여극렬히타는풀무가운데던질때에 22왕의명

령이엄하고풀무가심히뜨거우므로불꽃이사드락과

메삭과아벳느고를붙든사람을태워죽였고 23이세

사람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는결박된채극렬히

타는풀무가운데떨어졌더라 24때에느부갓네살왕이

놀라급히일어나서모사들에게물어가로되우리가

결박하여불가운데던진자는세사람이아니었느냐

그들이왕에게대답하여가로되왕이여옳소이다 25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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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말하여가로되내가보니결박되지아니한네사

람이불가운데로다니는데상하지도아니하였고그

네째의모양은신들의아들과같도다하고 26느부갓네

살이극렬히타는풀무아구가까이가서불러가로되

지극히높으신하나님의종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이리로오라하매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가

불가운데서나온지라 27방백과수령과도백과왕의

모사들이모여이사람들을본즉불이능히그몸을해

하지못하였고머리털도그슬리지아니하였고고의빛

도변하지아니하였고불탄냄새도없었더라 28느부

갓네살이말하여가로되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의

하나님을찬송할지로다그가그사자를보내사자기를

의뢰하고그몸을버려서왕의명을거역하고그하나

님밖에는다른신을섬기지아니하며그에게절하지

아니한종들을구원하셨도다 29그러므로내가이제조

서를내리노니각백성과각나라와각방언하는자가

무릇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의하나님께설만히말

하거든그몸을쪼개고그집으로거름터를삼을지니

이는이같이사람을구원할다른신이없음이니라하

고 30왕이드디어사드락과메삭과아벳느고를바벨론

도에서더욱높이니라

4느부갓네살왕은천하에거하는백성들과나라들과

각방언하는자에게조서하노라원하노니너희에게많

은평강이있을지어다 2지극히높으신하나님이내게

행하신이적과기사를내가알게하기를즐겨하노라 3

크도다, 그이적이여능하도다그기사여, 그나라는영

원한나라요그권병은대대에이르리로다 4나느부갓

네살이내집에편히있으며내궁에서평강할때에 5

한꿈을꾸고그로인하여두려워하였으되곧내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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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생각하는것과뇌속으로받은이상을인하여번

민하였었노라 6이러므로내가명을내려바벨론모든

박사를내앞으로불러다가그꿈의해석을내게알게

하라하매 7박수와술객과갈대아술사와점장이가들

어왔기로내가그꿈을그들에게고하였으나그들이

그해석을내게알게하지못하였느니라 8그후에다

니엘이내앞에들어왔으니그는내신의이름을좇아

벨드사살이라이름한자요그의안에는거룩한신들의

영이있는자라내가그에게꿈을고하여가로되 9박수

장벨드사살아네안에는거룩한신들의영이있은즉

아무은밀한것이라도네게는어려울것이없는줄을

내가아노니내꿈에본이상의해석을내게고하라 10

내가침상에서나의뇌속으로받은이상이이러하니

라내가본즉땅의중앙에한나무가있는데고가높더

니 11그나무가자라서견고하여지고그고는하늘에

닿았으니땅끝에서도보이겠고 12그잎사귀는아름답

고그열매는많아서만민의식물이될만하고들짐승

이그그늘에있으며공중에나는새는그가지에깃들

이고무릇혈기있는자가거기서식물을얻더라 13내

가침상에서뇌속으로받은이상가운데또본즉한순

찰자한거룩한자가하늘에서내려왔는데 14그가소

리질러외쳐서이처럼이르기를그나무를베고그가

지를찍고그잎사귀를떨고그열매를헤치고짐승들

로그아래서떠나게하고새들을그가지에서쫓아내

라 15그러나그뿌리의그루터기를땅에남겨두고철

과놋줄로동이고그것으로들청초가운데있게하라

그것이하늘이슬에젖고땅의풀가운데서짐승으로

더불어그분량을같이하리라 16또그마음은변하여

인생의마음같지아니하고짐승의마음을받아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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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지나리라 17이는순찰자들의명령대로요거룩한

자들의말대로니곧인생으로지극히높으신자가인

간나라를다스리시며자기의뜻대로그것을누구에게

든지주시며또지극히천한자로그위에세우시는줄

을알게하려함이니라하였느니라 18나느부갓네살

왕이이꿈을꾸었나니너벨드사살아그해석을밝히

말하라내나라모든박사가능히그해석을내게알게

하지못하였으나오직너는능히하리니이는거룩한

신들의영이네안에있음이니라 19벨드사살이라이름

한다니엘이얼마동안놀라벙벙하며마음이번민하

여하는지라왕이그에게말하여이르기를벨드사살아

너는이꿈과그해석을인하여번민할것이아니니라

벨드사살이대답하여가로되내주여그꿈은왕을미

워하는자에게응하기를원하며그해석은왕의대적

에게응하기를원하나이다 20왕의보신그나무가자

라서견고하여지고그고는하늘에닿았으니땅끝에

서도보이겠고 21그잎사귀는아름답고그열매는많

아서만민의식물이될만하고들짐승은그아래거하

며공중에나는새는그가지에깃들이더라하시오니

22왕이여이나무는곧왕이시라이는왕이자라서견

고하여지고창대하사하늘에닿으시며권세는땅끝까

지미치심이니이다 23왕이보신즉한순찰자, 한거룩

한자가하늘에서내려와서이르기를그나무를베고

멸하라그러나그뿌리의그루터기는땅에남겨두고

철과놋줄로동이고그것을들청초가운데있게하라

그것이하늘이슬에젖고또들짐승으로더불어그분

량을같이하며일곱때를지내리라하더라하시오니

24왕이여그해석은이러하니이다곧지극히높으신

자의명정하신것이내주왕에게미칠것이라 25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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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서쫓겨나서들짐승과함께거하며소처럼풀

을먹으며하늘이슬에젖을것이요이와같이일곱때

를지낼것이라그때에지극히높으신자가인간나라

를다스리시며자기의뜻대로그것을누구에게든지주

시는줄을아시리이다 26또그들이그나무뿌리의그

루터기를남겨두라하였은즉하나님이다스리시는줄

을왕이깨달은후에야왕의나라가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왕이여나의간하는것을받으시고공의를행

함으로죄를속하고가난한자를긍휼히여김으로죄

악을속하소서그리하시면왕의평안함이혹시장구하

리이다하였느니라 28이모든일이다나느부갓네살

왕에게임하였느니라 29열두달이지난후에내가바

벨론궁지붕에서거닐새 30나왕이말하여가로되이

큰바벨론은내가능력과권세로건설하여나의도성

을삼고이것으로내위엄의영광을나타낸것이아니

냐하였더니 31이말이오히려나왕의입에있을때에

하늘에서소리가내려가로되느부갓네살왕아네게

말하노니나라의위가네게서떠났느니라 32네가사람

에게서쫓겨나서들짐승과함께거하며소처럼풀을

먹을것이요이와같이일곱때를지내서지극히높으

신자가인간나라를다스리시며자기의뜻대로그것을

누구에게든지주시는줄을알기까지이르리라하더니

33그동시에이일이나느부갓네살에게응하므로내

가사람에게쫓겨나서소처럼풀을먹으며몸이하늘

이슬에젖고머리털이독수리털과같았고손톱은새

발톱과같았었느니라 34그기한이차매나느부갓네살

이하늘을우러러보았더니내총명이다시내게로돌

아온지라이에내가지극히높으신자에게감사하며

영생하시는자를찬양하고존경하였노니그권세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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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권세요그나라는대대로이르리로다 35땅의모

든거민을없는것같이여기시며하늘의군사에게든

지,땅의거민에게든지그는자기뜻대로행하시나니

누가그의손을금하든지혹시이르기를네가무엇을

하느냐할자가없도다 36그동시에내총명이내게로

돌아왔고또나라영광에대하여도내위엄과광명이

내게로돌아왔고또나의모사들과관원들이내게조

회하니내가내나라에서다시세움을입고또지극한

위세가내게더하였느니라 37그러므로지금나느부갓

네살이하늘의왕을찬양하며칭송하며존경하노니그

의일이다진실하고그의행하심이의로우시므로무

릇교만하게행하는자를그가능히낮추심이니라

5벨사살왕이그귀인일천명을위하여큰잔치를배

설하고그일천명앞에서술을마시니라 2벨사살이

술을마실때에명하여그부친느부갓네살이예루살

렘전에서취하여온금, 은기명을가져오게하였으니

이는왕과귀인들과왕후들과빈궁들이다그것으로

마시려함이었더라 3이에예루살렘하나님의전성소

중에서취하여온금기명을가져오매왕이그귀인들

과왕후들과빈궁들로더불어그것으로마시고 4무리

가술을마시고는그금, 은,동, 철,목, 석으로만든신들

을찬양하니라 5그때에사람의손가락이나타나서왕

궁촛대맞은편분벽에글자를쓰는데왕이그글자쓰

는손가락을본지라 6이에왕의즐기던빛이변하고

그생각이번민하여넓적다리마디가녹는듯하고그

무릎이서로부딪힌지라 7왕이크게소리하여술객과

갈대아술사와점장이를불러오게하고바벨론박사

들에게일러가로되무론누구든지이글자를읽고그

해석을내게보이면자주옷을입히고금사슬로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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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리우고그로나라의세째치리자를삼으리라하

니라 8때에왕의박사가다들어왔으나능히그글자

를읽지못하여그해석을왕께알게하지못하는지라

9그러므로벨사살왕이크게번민하여그낯빛이변하

였고귀인들도다놀라니라 10태후가왕과그귀인들

의말로인하여잔치하는궁에들어왔더니이에말하

여가로되왕이여만세수를하옵소서왕의생각을번

민케말며낯빛을변할것이아니니이다 11왕의나라

에거룩한신들의영이있는사람이있으니곧왕의부

친때에있던자로서명철과총명과지혜가있어신들

의지혜와같은자라왕의부친느부갓네살왕이그를

세워박수와술객과갈대아술사와점장이의어른을

삼으셨으니 12왕이벨드사살이라이름한이다니엘의

마음이민첩하고지식과총명이있어능히꿈을해석

하며은밀한말을밝히며의문을파할수있었음이라

이제다니엘을부르소서그리하시면그가그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13이에다니엘이부름을입어왕의앞

에나오매왕이다니엘에게말하여가로되네가우리

부왕이유다에서사로잡아온유다자손중의그다니

엘이냐 14내가네게대하여들은즉네안에는신들의

영이있으므로네가명철과총명과비상한지혜가있

다하도다 15지금여러박사와술객을내앞에불러다

가그들로이글을읽고그해석을내게알게하라하였

으나그들이다능히그해석을내게보이지못하였느

니라 16내가네게대하여들은즉너는해석을잘하고

의문을파한다하도다그런즉이제네가이글을읽고

그해석을내게알게하면네게자주옷을입히고금사

슬을네목에드리우고너로나라의세째치리자를삼

으리라 17다니엘이왕에게대답하여가로되왕의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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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왕이스스로취하시며왕의상급은다른사람에게

주옵소서그럴지라도내가왕을위하여이글을읽으

며그해석을아시게하리이다 18왕이여지극히높으

신하나님이왕의부친느부갓네살에게나라와큰권

세와영광과위엄을주셨고 19그에게큰권세를주셨

으므로백성들과나라들과각방언하는자들이그의

앞에서떨며두려워하였으며그는임의로죽이며임의

로살리며임의로높이며임의로낮추었더니 20그가

마음이높아지며뜻이강퍅하여교만을행하므로그

왕위가폐한바되며그영광을빼앗기고 21인생중에

서쫓겨나서그마음이들짐승의마음과같았고또들

나귀와함께거하며또소처럼풀을먹으며그몸이하

늘이슬에젖었으며지극히높으신하나님이인간나

라를다스리시며자기의뜻대로누구든지그위에세

우시는줄을알기까지이르게되었었나이다 22벨사살

이여왕은그의아들이되어서이것을다알고도오히

려마음을낮추지아니하고 23도리어스스로높여서

하늘의주재를거역하고그전기명을왕의앞으로가

져다가왕과귀인들과왕후들과빈궁들이다그것으로

술을마시고왕이또보지도듣지도알지도못하는금,

은,동, 철과목, 석으로만든신상들을찬양하고도리어

왕의호흡을주장하시고왕의모든길을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영광을돌리지아니한지라 24이러므로그

의앞에서이손가락이나와서이글을기록하였나이

다 25기록한글자는이것이니곧메네메네데겔우바

르신이라 26그뜻을해석하건대메네는하나님이이미

왕의나라의시대를세어서그것을끝나게하셨다함

이요 27데겔은왕이저울에달려서부족함이뵈었다

함이요 28베레스는왕의나라가나뉘어서메대와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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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준바되었다함이니이다 29이에벨사살이

명하여무리로다니엘에게자주옷을입히게하며금

사슬로그의목에드리우게하고그를위하여조서를

내려나라의세째치리자를삼으니라 30그날밤에갈

대아왕벨사살이죽임을당하였고 31메대사람다리

오가나라를얻었는데때에다리오는육십이세였더

라

6다리오가자기의심원대로방백일백이십명을세

워전국을통치하게하고 2또그들위에총리셋을두

었으니다니엘이그중에하나이라이는방백들로총

리에게자기의직무를보고하게하여왕에게손해가

없게하려함이었더라 3다니엘은마음이민첩하여총

리들과방백들위에뛰어나므로왕이그를세워전국

을다스리게하고자한지라 4이에총리들과방백들이

국사에대하여다니엘을고소할틈을얻고자하였으나

능히아무틈, 아무허물을얻지못하였으니이는그가

충성되어아무그릇함도없고아무허물도없음이었더

라 5그사람들이가로되이다니엘은그하나님의율

법에대하여그틈을얻지못하면그를고소할수없으

리라하고 6이에총리들과방백들이모여왕에게나아

가서그에게말하되다리오왕이여만세수를하옵소서

7나라의모든총리와수령과방백과모사와관원이의

논하고왕에게한율법을세우며한금령을정하실것

을구하려하였는데왕이여그것은곧이제부터삼십

일동안에누구든지왕외에어느신에게나사람에게

무엇을구하면사자굴에던져넣기로한것이니이다 8

그런즉원컨대금령을세우시고그조서에어인을찍

어서메대와바사의변개치아니하는규례를따라그

것을다시고치지못하게하옵소서하매 9이에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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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조서에어인을찍어금령을내니라 10다니엘이

이조서에어인이찍힌것을알고도자기집에돌아가

서는그방의예루살렘으로향하여열린창에서전에

행하던대로하루세번씩무릎을꿇고기도하며그하

나님께감사하였더라 11그무리들이모여서다니엘이

자기하나님앞에기도하며간구하는것을발견하고

12이에그들이나아가서왕의금령에대하여왕께아

뢰되왕이여왕이이미금령에어인을찍어서이제부

터삼십일동안에누구든지왕외에어느신에게나사

람에게구하면사자굴에던져넣기로하지아니하였나

이까왕이대답하여가로되이일이적실하니메대와

바사의변개치아니하는규례대로된것이니라 13그들

이왕앞에서대답하여가로되왕이여사로잡혀온유

다자손중에그다니엘이왕과왕의어인이찍힌금령

을돌아보지아니하고하루세번씩기도하나이다 14

왕이이말을듣고그로인하여심히근심하여다니엘

을구원하려고마음을쓰며그를건져내려고힘을다

하여해가질때까지이르매 15그무리들이또모여왕

에게로나아와서왕께말씀하되왕이여메대와바사의

규례를아시거니와왕의세우신금령과법도는변개하

지못할것이니이다 16이에왕이명하매다니엘을끌

어다가사자굴에던져넣는지라왕이다니엘에게일러

가로되너의항상섬기는네하나님이너를구원하시

리라하니라 17이에돌을굴려다가굴아구를막으매

왕이어인과귀인들의인을쳐서봉하였으니이는다

니엘처치한것을변개함이없게하려함이었더라 18

왕이궁에돌아가서는밤이맞도록금식하고그앞에

기악을그치고침수를폐하니라 19이튿날에왕이새벽

에일어나급히사자굴로가서 20다니엘의든굴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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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이르러는슬피소리질러다니엘에게물어가로되

사시는하나님의종다니엘아너의항상섬기는네하

나님이사자에게서너를구원하시기에능하셨느냐 21

다니엘이왕에게고하되왕이여원컨대왕은만세수를

하옵소서 22나의하나님이이미그천사를보내어사

자들의입을봉하셨으므로사자들이나를상해치아니

하였사오니이는나의무죄함이그앞에명백함이오며

또왕이여나는왕의앞에도해를끼치지아니하였나

이다 23왕이심히기뻐서명하여다니엘을굴에서올

리라하매그들이다니엘을굴에서올린즉그몸이조

금도상하지아니하였으니이는그가자기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24왕이명을내려다니엘을참소한사

람들을끌어오게하고그들을그처자들과함께사자

굴에던져넣게하였더니그들이굴밑에닿기전에사

자가곧그들을움켜서그뼈까지도부숴뜨렸더라 25

이에다리오왕이온땅에있는모든백성과나라들과

각방언하는자들에게조서를내려가로되원컨대많

은평강이너희에게있을지어다 26내가이제조서를

내리노라내나라관할아래있는사람들은다다니엘

의하나님앞에서떨며두려워할지니그는사시는하

나님이시요영원히변치않으실자시며그나라는망

하지아니할것이요그권세는무궁할것이며 27그는

구원도하시며건져내기도하시며하늘에서든지땅에

서든지이적과기사를행하시는자로서다니엘을구원

하여사자의입에서벗어나게하셨음이니라하였더라

28이다니엘이다리오왕의시대와바사사람고레스

왕의시대에형통하였더라

7바벨론왕벨사살원년에다니엘이그침상에서꿈

을꾸며뇌속으로이상을받고그꿈을기록하며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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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략을진술하니라 2다니엘이진술하여가로되내

가밤에이상을보았는데하늘의네바람이큰바다로

몰려불더니 3큰짐승넷이바다에서나왔는데그모

양이각각다르니 4첫째는사자와같은데독수리의날

개가있더니내가볼사이에그날개가뽑혔고또땅에

서들려서사람처럼두발로서게함을입었으며또사

람의마음을받았으며 5다른짐승곧둘째는곰과같

은데그것이몸한편을들었고그입의잇사이에는세

갈빗대가물렸는데그에게말하는자가있어이르기를

일어나서많은고기를먹으라하였으며 6그후에내가

또본즉다른짐승곧표범과같은것이있는데그등에

는새의날개넷이있고그짐승에게또머리넷이있으

며또권세를받았으며 7내가밤이상가운데그다음

에본네째짐승은무섭고놀라우며또극히강하며또

큰철이가있어서먹고부숴뜨리고그나머지를발로

밟았으며이짐승은전의모든짐승과다르고또열뿔

이있으므로 8내가그뿔을유심히보는중다른작은

뿔이그사이에서나더니먼저뿔중에셋이그앞에뿌

리까지뽑혔으며이작은뿔에는사람의눈같은눈이

있고또입이있어큰말을하였느니라 9내가보았는

데왕좌가놓이고옛적부터항상계신이가좌정하셨

는데그옷은희기가눈같고그머리털은깨끗한양의

털같고그보좌는불꽃이요그바퀴는붙는불이며 10

불이강처럼흘러그앞에서나오며그에게수종하는

자는천천이요그앞에시위한자는만만이며심판을

베푸는데책들이펴놓였더라 11그때에내가그큰말

하는작은뿔의목소리로인하여주목하여보는사이

에짐승이죽임을당하고그시체가상한바되어붙는

불에던진바되었으며 12그남은모든짐승은그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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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빼았겼으나그생명은보존되어정한시기가이르

기를기다리게되었더라 13내가또밤이상중에보았

는데인자같은이가하늘구름을타고와서옛적부터

항상계신자에게나아와그앞에인도되매 14그에게

권세와영광과나라를주고모든백성과나라들과각

방언하는자로그를섬기게하였으니그권세는영원

한권세라옮기지아니할것이요그나라는폐하지아

니할것이니라 15나다니엘이중심에근심하며내뇌

속에이상이나로번민케한지라 16내가그곁에모신

자중하나에게나아가서이모든일의진상을물으매

그가내게고하여그일의해석을알게하여가로되 17

그네큰짐승은네왕이라세상에일어날것이로되 18

지극히높으신자의성도들이나라를얻으리니그누

림이영원하고영원하고영원하리라 19이에내가네째

짐승의진상을알고자하였으니곧그것은모든짐승

과달라서심히무섭고그이는철이요그발톱은놋이

며먹고부숴뜨리고나머지는발로밟았으며 20또그

것의머리에는열뿔이있고그외에또다른뿔이나오

매세뿔이그앞에빠졌으며그뿔에는눈도있고큰

말하는입도있고그모양이동류보다강하여보인것

이라 21내가본즉이뿔이성도들로더불어싸워이기

었더니 22옛적부터항상계신자가와서지극히높으

신자의성도를위하여신원하셨고때가이르매성도

가나라를얻었더라 23모신자가이처럼이르되네째

짐승은곧땅의네째나라인데이는모든나라보다달

라서천하를삼키고밟아부숴뜨릴것이며 24그열뿔

은이나라에서일어날열왕이요그후에또하나가일

어나리니그는먼저있던자들과다르고또세왕을복

종시킬것이며 25그가장차말로지극히높으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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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하며또지극히높으신자의성도를괴롭게할것

이며그가또때와법을변개코자할것이며성도는그

의손에붙인바되어한때와두때와반때를지내리

라 26그러나심판이시작된즉그는권세를빼앗기고

끝까지멸망할것이요 27나라와권세와온천하열국

의위세가지극히높으신자의성민에게붙인바되리

니그의나라는영원한나라이라모든권세있는자가

다그를섬겨복종하리라하여 28그말이이에그친지

라나다니엘은중심이번민하였으며내낯빛이변하

였으나내가이일을마음에감추었느니라

8나다니엘에게처음에나타난이상후벨사살왕삼

년에다시이상이나타나니라 2내가이상을보았는데

내가그것을볼때에내몸은엘람도수산성에있었고

내가이상을보기는을래강변에서니라 3내가눈을들

어본즉강가에두뿔가진수양이섰는데그두뿔이

다길어도한뿔은다른뿔보다도길었고그긴것은나

중에난것이더라 4내가본즉그수양이서와북과남

을향하여받으나그것을당할짐승이하나도없고그

손에서능히구할이가절대로없으므로그것이임의

로행하고스스로강대하더라 5내가생각할때에한

수염소가서편에서부터와서온지면에두루다니되

땅에닿지아니하며그염소두눈사이에는현저한뿔

이있더라 6그것이두뿔가진수양곧내가본바강가

에섰던양에게로나아가되분노한힘으로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내가본즉그것이수양에게로가까이나

아가서는더욱성내어그수양을땅에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능히수양을그손에서벗어나게할이가

없었더라 8수염소가스스로심히강대하여가더니강

성할때에그큰뿔이꺾이고그대신에현저한뿔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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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방을향하여났더라 9그중한뿔에서또작은

뿔하나가나서남편과동편과또영화로운땅을향하

여심히커지더니 10그것이하늘군대에미칠만큼커

져서그군대와별중에몇을땅에떨어뜨리고그것을

짓밞고 11또스스로높아져서군대의주재를대적하며

그에게매일드리는제사를제하여버렸고그의성소

를헐었으며 12범죄함을인하여백성과매일드리는

제사가그것에게붙인바되었고그것이또진리를땅

에던지며자의로행하여형통하였더라 13내가들은즉

거룩한자가말하더니다른거룩한자가그말하는자

에게묻되이상에나타난바매일드리는제사와망하

게하는죄악에대한일과성소와백성이내어준바되

며짓밟힐일이어느때까지이를꼬하매 14그가내게

이르되이천삼백주야까지니그때에성소가정결하

게함을입으리라하였느니라 15나다니엘이이이상

을보고그뜻을알고자할때에사람모양같은것이

내앞에섰고 16내가들은즉을래강두언덕사이에서

사람의목소리가있어외쳐이르되가브리엘아이이

상을이사람에게깨닫게하라하더니 17그가나의선

곳으로나아왔는데그나아올때에내가두려워서얼

굴을땅에대고엎드리매그가내게이르되인자야깨

달아알라이이상은정한때끝에관한것이니라 18그

가내게말할때에내가얼굴을땅에대고엎드리어깊

이잠들매그가나를어루만져서일으켜세우며 19가

로되진노하시는때가마친후에될일을내가네게알

게하리니이이상은정한때끝에관한일임이니라 20

네가본바두뿔가진수양은곧메대와바사왕들이요

21털이많은수염소는곧헬라왕이요두눈사이에있

는큰뿔은곧그첫째왕이요 22이뿔이꺾이고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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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네뿔이났은즉그나라가운데서네나라가일어

나되그권세만못하리라 23이네나라마지막때에패

역자들이가득할즈음에한왕이일어나리니그얼굴

은엄장하며궤휼에능하며 24그권세가강할것이나

자기의힘으로말미암은것이아니며그가장차비상

하게파괴를행하고자의로행하여형통하며강한자

들과거룩한백성을멸하리라 25그가꾀를베풀어제

손으로궤휼을이루고마음에스스로큰체하며또평

화한때에많은무리를멸하며또스스로서서만왕의

왕을대적할것이나그가사람의손을말미암지않고

깨어지리라 26이미말한바주야에대한이상이확실하

니너는그이상을간수하라이는여러날후의일임이

니라 27이에나다니엘이혼절하여수일을앓다가일

어나서왕의일을보았느니라내가그이상을인하여

놀랐고그뜻을깨닫는사람도없었느니라

9메대족속아하수에로의아들다리오가갈대아나라

왕으로세움을입던원년 2곧그통치원년에나다니

엘이서책으로말미암아여호와의말씀이선지자예레

미야에게임하여고하신그년수를깨달았나니곧예

루살렘의황무함이칠십년만에마치리라하신것이니

라 3내가금식하며베옷을입고재를무릅쓰고주하

나님께기도하며간구하기를결심하고 4내하나님여

호와께기도하며자복하여이르기를크시고두려워할

주하나님, 주를사랑하고주의계명을지키는자를위

하여언약을지키시고그에게인자를베푸시는자시여

5우리는이미범죄하여패역하며행악하며반역하여

주의법도와규례를떠났사오며 6우리가또주의종

선지자들이주의이름으로우리의열왕과우리의방백

과열조와온국민에게말씀한것을듣지아니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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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7주여공의는주께로돌아가고수욕은우리얼굴

로돌아옴이오늘날과같아서유다사람들과예루살렘

거민들과이스라엘이가까운데있는자나먼데있는

자가다주께서쫓아보내신각국에서수욕을입었사

오니이는그들이주께죄를범하였음이니이다 8주여!

수욕이우리에게돌아오고우리의열왕과우리의방백

과열조에게돌아온것은우리가주께범죄하였음이니

이다마는 9주우리하나님께는긍휼과사유하심이있

사오니이는우리가주께패역하였음이오며 10우리하

나님여호와의목소리를청종치아니하며여호와께서

그종선지자들에게부탁하여우리앞에세우신율법

을행치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온이스라엘이주의율

법을범하고치우쳐가서주의목소리를청종치아니

하였으므로이저주가우리에게내렸으되곧하나님의

종모세의율법가운데기록된맹세대로되었사오니

이는우리가주께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주께서큰재

앙을우리에게내리사우리와및우리를재판하던재

판관을쳐서하신말씀을이루셨사오니온천하에예

루살렘에임한일같은것이없나이다 13모세의율법

에기록된대로이모든재앙이이미우리에게임하였

사오나우리는우리의죄악을떠나고주의진리를깨

닫도록우리하나님여호와의은총을간구치아니하였

나이다 14이러므로여호와께서이재앙을간직하여두

셨다가우리에게임하게하셨사오니우리의하나님여

호와는행하시는모든일이공의로우시나우리가그

목소리를청종치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강한손으로

주의백성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시고오늘과같

이명성을얻으신우리주하나님이여우리가범죄하

였고악을행하였나이다 16주여! 내가구하옵나니주



다니엘 1633

는주의공의를좇으사주의분노를주의성예루살렘,

주의거룩한산에서떠나게하옵소서이는우리의죄

와우리의열조의죄악을인하여예루살렘과주의백

성이사면에있는자에게수욕을받음이니이다 17그러

하온즉우리하나님이여지금주의종의기도와간구

를들으시고주를위하여주의얼굴빛을주의황폐한

성소에비취시옵소서 18나의하나님이여! 귀를기울여

들으시며눈을떠서우리의황폐된상황과주의이름

으로일컫는성을보옵소서우리가주의앞에간구하

옵는것은우리의의를의지하여하는것이아니요주

의큰긍휼을의지하여함이오니 19주여! 들으소서주

여! 용서하소서주여! 들으시고행하소서지체치마옵

소서나의하나님이여주자신을위하여하시옵소서

이는주의성과주의백성이주의이름으로일컫는바

됨이니이다 20내가이같이말하여기도하며내죄와

및내백성이스라엘의죄를자복하고내하나님의거

룩한산을위하여내하나님여호와앞에간구할때 21

곧내가말하여기도할때에이전이상중에본그사람

가브리엘이빨리날아서저녁제사를드릴때즈음에

내게이르더니 22내게가르치며내게말하여가로되

다니엘아내가이제네게지혜와총명을주려고나왔

나니 23곧네가기도를시작할즈음에명령이내렸으

므로이제네게고하러왔느니라너는크게은총을입

은자라그런즉너는이일을생각하고그이상을깨달

을지니라 24네백성과네거룩한성을위하여칠십이

레로기한을정하였나니허물이마치며죄가끝나며

죄악이영속되며영원한의가드러나며이상과예언이

응하며또지극히거룩한자가기름부음을받으리라

25그러므로너는깨달아알지니라예루살렘을중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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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영이날때부터기름부음을받은자곧왕이일어

나기까지일곱이레와육십이이레가지날것이요그

때곤란한동안에성이중건되어거리와해자가이룰

것이며 26육십이이레후에기름부음을받은자가끊

어져없어질것이며장차한왕의백성이와서그성읍

과성소를훼파하려니와그의종말은홍수에엄몰됨

같을것이며또끝까지전쟁이있으리니황폐할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그가장차많은사람으로더불어한

이레동안의언약을굳게정하겠고그가그이레의절

반에제사와예물을금지할것이며또잔포하여미운

물건이날개를의지하여설것이며또이미정한종말

까지진노가황폐케하는자에게쏟아지리라하였느니

라

10바사왕고레스삼년에한일이벨드사살이라이름

한다니엘에게나타났는데그일이참되니곧큰전쟁

에관한것이라다니엘이그일을분명히알았고그이

상을깨달으니라 2그때에나다니엘이세이레동안

을슬퍼하며 3세이레가차기까지좋은떡을먹지아

니하며고기와포도주를입에넣지아니하며또기름

을바르지아니하니라 4정월이십사일에내가힛데

겔이라하는큰강가에있었는데 5그때에내가눈을

들어바라본즉한사람이세마포옷을입었고허리에

는우바스정금띠를띠었고 6그몸은황옥같고그얼

굴은번갯빛같고그눈은횃불같고그팔과발은빛난

놋과같고그말소리는무리의소리와같더라 7이이

상은나다니엘이홀로보았고나와함께한사람들은

이이상은보지못하였어도그들이크게떨며도망하

여숨었었느니라 8그러므로나만홀로있어서이큰

이상을볼때에내몸에힘이빠졌고나의아름다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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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하여썩은듯하였고나의힘이다없어졌으나 9

내가그말소리를들었는데그말소리를들을때에내

가얼굴을땅에대고깊이잠들었었느니라 10한손이

있어나를어루만지기로내가떨더니그가내무릎과

손바닥이땅에닿게일으키고 11내게이르되은총을

크게받은사람다니엘아내가네게이르는말을깨닫

고일어서라내가네게보내심을받았느니라그가내

게이말을한후에내가떨며일어서매 12그가이르되

다니엘아두려워하지말라네가깨달으려하여네하

나님앞에스스로겸비케하기로결심하던첫날부터

네말이들으신바되었으므로내가네말로인하여왔

느니라 13그런데바사국군이이십일일동안나를막

았으므로내가거기바사국왕들과함께머물러있더

니군장중하나미가엘이와서나를도와주므로 14이

제내가말일에네백성의당할일을네게깨닫게하러

왔노라대저이이상은오래후의일이니라 15그가이

런말로내게이를때에내가곧얼굴을땅에향하고벙

벙하였더니 16인자와같은이가있어내입술을만진

지라내가곧입을열어내앞에섰는자에게말하여가

로되 `내주여이이상을인하여근심이내게더하므로

내가힘이없어졌나이다 17내몸에힘이없어졌고호

흡이남지아니하였사오니내주의이종이어찌능히

내주로더불어말씀할수있으리이까 18또사람의모

양같은것하나가나를만지며나로강건케하여 19가

로되은총을크게받은사람이여두려워하지말라평

안하라강건하라강건하라그가이같이내게말하매

내가곧힘이나서가로되내주께서나로힘이나게하

셨사오니말씀하옵소서 20그가이르되내가어찌하여

네게나아온것을네가아느냐이제내가돌아가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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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과싸우려니와내가나간후에는헬라군이이를

것이라 21오직내가먼저진리의글에기록된것으로

네게보이리라나를도와서그들을대적하는자는너

희군미가엘뿐이니라

11내가또메대사람다리오원년에일어나그를돕

고강하게한일이있었느니라 2이제내가참된것을

네게보이리라보라바사에서또세왕이일어날것이

요그후의네째는그들보다심히부요할것이며그가

그부요함으로강하여진후에는모든사람을격동시켜

헬라국을칠것이며 3장차한능력있는왕이일어나

서큰권세로다스리며임의로행하리라 4그러나그가

강성할때에그나라가갈라져천하사방에나누일것

이나그자손에게로돌아가지도아니할것이요또자

기가주장하던권세대로도되지아니하리니이는그

나라가뽑혀서이외의사람들에게로돌아갈것임이니

라 5남방의왕은강할것이나그군들중에하나는그

보다강하여권세를떨치리니그권세가심히클것이

요 6몇해후에그들이서로맹약하리니곧남방왕의

딸이북방왕에게나아가서화친하리라그러나이공

주의힘이쇠하고그왕은서지도못하며권세가없어

질뿐아니라이공주와그를데리고온자와그를낳은

자와그때에도와주던자가다버림을당하리라 7그

러나이공주의본족에서난자중에하나가그의위를

이어북방왕의군대를치러와서그의성에들어가서

그들을이기고 8그신들과부어만든우상들과그은과

금의아름다운기구를다노략하여애굽으로가져갈

것이요몇해동안은그가북방왕을치지아니하리라

9북방왕이남방왕의나라로쳐들어갈것이나자기

본국으로물러가리라 10그아들들이전쟁을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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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많은군대를모아서물의넘침같이나아올것이

며그가또와서남방왕의견고한성까지칠것이요 11

남방왕은크게노하여나와서북방왕과싸울것이라

북방왕이큰무리를일으킬것이나그무리가그의손

에붙인바되리라 12그가큰무리를사로잡은후에그

마음이스스로높아져서수만명을엎드러뜨릴것이나

그세력은더하지못할것이요 13북방왕은돌아가서

다시대군을전보다더많이준비하였다가몇때곧몇

해후에대군과많은물건을거느리고오리라 14그때

에여러사람이일어나서남방왕을칠것이요네백성

중에서도강포한자가스스로높아져서이상을이루려

할것이나그들이도리어넘어지리라 15이에북방왕

은와서토성을쌓고견고한성읍을취할것이요남방

군대는그를당할힘이없을것이므로 16오직와서치

는자가임의로행하리니능히그앞에설사람이없겠

고그가영화로운땅에설것이요그손에멸망이있으

리라 17그가결심하고전국의힘을다하여이르렀다가

그와화친할것이요또여자의딸을그에게주어그나

라를패망케하려할것이나이루지못하리니그에게

무익하리라 18그후에그가얼굴을섬들로돌이켜많

이취할것이나한대장이있어서그의보이는수욕을

씻고그수욕을그에게로돌릴것이므로 19그가드디

어그얼굴을돌이켜자기땅산성들로향할것이나거

쳐넘어지고다시는보이지아니하리라 20그위를이

을자가토색하는자로그나라의아름다운곳으로두

루다니게할것이나그는분노함이나싸움이없이몇

날이못되어망할것이요 21또그위를이을자는한비

천한사람이라나라영광을그에게주지아니할것이

나그가평안한때를타서궤휼로그나라를얻을것이



다니엘 1638

며 22넘치는물같은군대가그에게넘침을입어패할

것이요동맹한왕도그렇게될것이며 23그와약조한

후에그는거짓을행하여올라올것이요적은백성을

거느리고강하게될것이며 24그가평안한때에그도

의가장기름진곳에들어와서그열조와열조의조상

이행하지못하던것을행할것이요그는노략하며탈

취한재물을무리에게흩어주며모략을베풀어얼마

동안산성들을칠것인데때가이르기까지그리하리라

25그가그힘을떨치며용맹을발하여큰군대를거느

리고남방왕도심히크고강한군대를거느리고맞아

싸울것이나능히당하지못하리니이는그들이모략

을베풀어그를침이니라 26자기의진미를먹는자가

그를멸하리니그군대가흩어질것이요많은자가엎

드러져죽으리라 27이두왕이마음에서로해코자하

여한밥상에앉았을때에거짓말을할것이라일이형

통하지못하리니이는작정된기한에미쳐서그일이

끝날것임이니라 28북방왕은많은재물을가지고본

국으로돌아가리니그는마음으로거룩한언약을거스

리며임의로행하고본토로돌아갈것이며 29작정된

기한에그가다시나와서남방에이를것이나이번이

그전번만못하리니 30이는깃딤의배들이이르러그

를칠것임이라그가낙심하고돌아가며거룩한언약

을한하고임의로행하며돌아가서는거룩한언약을

배반하는자를중히여길것이며 31군대는그의편에

서서성소곧견고한곳을더럽히며매일드리는제사

를폐하며멸망케하는미운물건을세울것이며 32그

가또언약을배반하고악행하는자를궤휼로타락시

킬것이나오직자기의하나님을아는백성은강하여

용맹을발하리라 33백성중에지혜로운자가많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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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가르칠것이나그들이칼날과불꽃과사로잡힘과

약탈을당하여여러날동안쇠패하리라 34그들이쇠

패할때에도움을조금얻을것이나많은사람은궤휼

로그들과친합할것이며 35또그들중지혜로운자몇

사람이쇠패하여무리로연단되며정결케되며희게

되어마지막때까지이르게하리니이는작정된기한

이있음이니라 36이왕이자기뜻대로행하며스스로

높여모든신보다크다하며비상한말로신들의신을

대적하며형통하기를분노하심이쉴때까지하리니이

는그작정된일이반드시이룰것임이니라 37그가모

든것보다스스로크다하고그열조의신들과여자의

사모하는것을돌아보지아니하며아무신이든지돌아

보지아니할것이나 38그대신에세력의신을공경할

것이요또그열조가알지못하던신에게금, 은보석과

보물을드려공경할것이며 39그는이방신을힘입어

크게견고한산성들을취할것이요무릇그를안다하

는자에게는영광을더하여여러백성을다스리게도

하며그에게서뇌물을받고땅을나눠주기도하리라

40마지막때에남방왕이그를찌르리니북방왕이병

거와마병과많은배로회리바람처럼그에게로마주

와서그여러나라에들어가며물이넘침같이지나갈

것이요 41그가또영화로운땅에들어갈것이요많은

나라를패망케할것이나오직에돔과모압과암몬자

손의존귀한자들은그손에서벗어나리라 42그가열

국에그손을펴리니애굽땅도면치못할것이므로 43

그가권세로애굽의금은과모든보물을잡을것이요

리비아사람과구스사람이그의시종이되리라 44그

러나동북에서부터소문이이르러그로번민케하므로

그가분노하여나가서많은무리를다도륙하며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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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할것이요 45그가장막궁전을바다와영화롭고

거룩한산사이에베풀것이나그의끝이이르리니도

와줄자가없으리라

12그때에네민족을호위하는대군미가엘이일어날

것이요또환난이있으리니이는개국이래로그때까

지없던환난일것이며그때에네백성중무릇책에

기록된모든자가구원을얻을것이라 2땅의티끌가

운데서자는자중에많이깨어영생을얻는자도있겠

고수욕을받아서무궁히부끄러움을입을자도있을

것이며 3지혜있는자는궁창의빛과같이빛날것이

요많은사람을옳은데로돌아오게한자는별과같이

영원토록비취리라 4다니엘아마지막때까지이말을

간수하고이글을봉함하라많은사람이빨리왕래하

며지식이더하리라 5나다니엘이본즉다른두사람

이있어하나는강이편언덕에섰고하나는강저편언

덕에섰더니 6그중에하나가세마포옷을입은자곧

강물위에있는자에게이르되이기사의끝이어느때

까지냐하기로 7내가들은즉그세마포옷을입고강

물위에있는자가그좌우손을들어하늘을향하여영

생하시는자를가리켜맹세하여가로되반드시한때,

두때, 반때를지나서성도의권세가다깨어지기까지

니그렇게되면이모든일이다끝나리라하더라 8내

가듣고도깨닫지못한지라내가가로되내주여이모

든일의결국이어떠하겠삽나이까? 9그가가로되다니

엘아갈지어다대저이말은마지막때까지간수하고

봉함할것임이니라 10많은사람이연단을받아스스로

정결케하며희게할것이나악한사람은악을행하리

니악한자는아무도깨닫지못하되오직지혜있는자

는깨달으리라 11매일드리는제사를폐하며멸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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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운물건을세울때부터일천이백구십일을지낼

것이요 12기다려서일천삼백삼십오일까지이르는

그사람은복이있으리라 13너는가서마지막을기다

리라이는네가평안히쉬다가끝날에는네업을누릴

것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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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
1웃시야와요담과아하스와히스기야가이어유다왕

이된시대곧요아스의아들여로보암이이스라엘왕

이된시대에브에리의아들호세아에게임한여호와

의말씀이라 2여호와께서비로소호세아로말씀하시

니라여호와께서호세아에게이르시되너는가서음란

한아내를취하여음란한자식들을낳으라이나라가

여호와를떠나크게행음함이니라 3이에저가가서디

블라임의딸고멜을취하였더니저가잉태하여아들을

낳으매 4여호와께서호세아에게이르시되그이름을

이스르엘이라하라조금후에내가이스르엘의피를

예후의집에갚으며이스라엘족속의나라를폐할것

임이니라 5그날에내가이스르엘골짜기에서이스라

엘의활을꺾으리라하시니라 6고멜이또잉태하여딸

을낳으매여호와께서호세아에게이르시되그이름을

로루하마라하라내가다시는이스라엘족속을긍휼히

여겨서사하지않을것임이니라 7그러나내가유다족

속을긍휼히여겨저희하나님여호와로구원하겠고

활과칼이나전쟁이나말과마병으로구원하지아니하

리라하시니라 8고멜이로루하마를젖뗀후에또잉태

하여아들을낳으매 9여호와께서이르시되그이름을

로암미라하라너희는내백성이아니요나는너희하

나님이되지아니할것임이니라 10그러나이스라엘자

손의수가바닷가의모래같이되어서측량할수도없

고셀수도없을것이며전에저희에게이르기를너희

는내백성이아니라한그곳에서저희에게이르기를

너희는사신하나님의자녀라할것이라 11이에유다

자손과이스라엘자손이함께모여한두목을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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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땅에서부터올라오리니이스르엘의날이클것임

이로다

2너희형제에게는암미라하고너희자매에게는루하

마라하라 2너희어미와쟁론하고쟁론하라저는내

아내가아니요나는저의남편이아니라저로그얼굴

에서음란을제하게하고그유방사이에서음행을제

하게하라 3그렇지아니하면내가저를벌거벗겨서그

나던날과같게할것이요저로광야같이되게하며마

른땅같이되게하여목말라죽게할것이며 4내가그

자녀를긍휼히여기지아니하리니이는저희가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저희의어미는행음하였고저희를

배었던자가부끄러운일을행하였나니대저저가이

르기를나는나를연애하는자들을따르리니저희가

내떡과, 내물과, 내양털과, 내삼과, 내기름과, 내술

들을내게준다하였느니라 6그러므로내가가시로그

길을막으며담을쌓아저로그길을찾지못하게하리

니 7저가그연애하는자를따라갈지라도미치지못

하며저희를찾을지라도만나지못할것이라그제야

저가이르기를내가본남편에게로돌아가리니그때

의내형편이지금보다나았음이라하리라 8곡식과새

포도주와기름은내가저에게준것이요저희가바알

을위하여쓴은과금도내가저에게더하여준것이어

늘저가알지못하도다 9그러므로그시절에내가내

곡식을도로찾으며그시기에내가내새포도주를도

로찾으며또저희벌거벗은몸을가리울내양털과내

삼을빼앗으리라 10이제내가그수치를그연애하는

자의눈앞에드러내리니저를내손에서건져낼사람

이없으리라 11내가그모든희락과절기와월삭과안

식일과모든명절을폐하겠고 12저가전에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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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나를연애하는자들이내게준값이라하던그

포도나무와무화과나무를거칠게하여수풀이되게하

며들짐승들로먹게하리라 13저가귀고리와패물로

장식하고그연애하는자를따라가서나를잊어버리고

향을살라바알들을섬긴시일을따라내가저에게벌

을주리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 14그러므로내가저

를개유하여거친들로데리고가서말로위로하고 15

거기서비로소저의포도원을저에게주고아골골짜

기로소망의문을삼아주리니저가거기서응대하기

를어렸을때와애굽땅에서올라오던날과같이하리

라 16여호와께서이르시되그날에네가나를내남편

이라일컫고다시는내바알이라일컫지아니하리라

17내가바알들의이름을저의입에서제하여다시는

그이름을기억하여일컬음이없게하리라 18그날에

는내가저희를위하여들짐승과공중의새와땅의곤

충으로더불어언약을세우며또이땅에서활과칼을

꺾어전쟁을없이하고저희로평안히눕게하리라 19

내가네게장가들어영원히살되의와공변됨과은총

과긍휼히여김으로네게장가들며 20진실함으로네게

장가들리니네가여호와를알리라 21여호와께서가라

사대그날에내가응하리라나는하늘에응하고하늘

은땅에응하고 22땅은곡식과포도주와기름에응하

고또이것들은이스르엘에응하리라 23내가나를위

하여이땅에심고긍휼히여김을받지못하였던자를

긍휼히여기며내백성아니었던자에게향하여이르

기를너는내백성이라하리니저희는이르기를주는

내하나님이시라하리라

3여호와께서내게이르시되이스라엘자손이다른신

을섬기고건포도떡을즐길지라도여호와가저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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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나니너는또가서타인에게연애를받아음부

된그여인을사랑하라하시기로 2내가은열다섯개

와보리한호멜반으로나를위하여저를사고 3저에

게이르기를너는많은날동안나와함께지내고행음

하지말며다른남자를좇지말라나도네게그리하리

라하였노라 4이스라엘자손들이많은날동안왕도

없고, 군도없고, 제사도없고, 주상도없고, 에봇도없

고,드라빔도없이지내다가 5그후에저희가돌아와

서그하나님여호와와그왕다윗을구하고말일에는

경외하므로여호와께로와그은총으로나아가리라

4이스라엘자손들아여호와의말씀을들으라여호와

께서이땅거민과쟁변하시나니이땅에는진실도없

고인애도없고하나님을아는지식도없고 2오직저

주와,사위와,살인과,투절과,간음뿐이요강포하여

피가피를뒤대임이라 3그러므로이땅이슬퍼하며무

릇거기거하는자와들짐승과공중에나는새가다쇠

잔할것이요바다의고기도없어지리라 4그러나아무

사람이든지다투지도말며책망하지도말라네백성들

이제사장과다투는자같이되었음이니라 5너는낮에

거치겠고너와함께있는선지자는밤에거치리라내

가네어미를멸하리라 6내백성이지식이없으므로

망하는도다네가지식을버렸으니나도너를버려내

제사장이되지못하게할것이요네가네하나님의율

법을잊었으니나도네자녀들을잊어버리리라 7저희

는번성할수록내게범죄하니내가저희의영화를변

하여욕이되게하리라 8저희가내백성의속죄제물

을먹고그마음을저희의죄악에두는도다 9장차는

백성이나제사장이나일반이라내가그소행대로벌하

며그소위대로갚으리라 10저희가먹어도배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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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며행음하여도수효가더하지못하니이는여호

와좇기를그쳤음이니라 11음행과묵은포도주와새

포도주가마음을빼앗느니라 12내백성이나무를향하

여묻고그막대기는저희에게고하나니이는저희가

음란한마음에미혹되어그하나님의수하를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13저희가산꼭대기에서제사를드리며

작은산위에서분향하되참나무와버드나무와상수리

나무아래서하니이는그나무그늘이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너희딸들이행음하며너희며느리들이간음

을행하는도다 14너희딸들이행음하며너희며느리들

이간음하여도내가벌하지아니하리니이는남자들도

창기와함께나가며음부와함께희생을드림이니라

깨닫지못하는백성은패망하리라 15이스라엘아너는

행음하여도유다는죄를범치말아야할것이라너희

는길갈로가지말며벧아웬으로올라가지말며여호

와의사심을가리켜맹세하지말지어다 16이스라엘은

완강한암소처럼완강하니이제여호와께서어린양을

넓은들에서먹임같이저희를먹이시겠느냐? 17에브

라임이우상과연합하였으니버려두라 18저희가마시

기를다하고는행음하기를마지아니하며그방백들

은수치를기뻐하느니라 19바람이그날개로저를쌌

나니저희가그제물로인하여수치를당하리라

5제사장들아이를들으라이스라엘족속들아깨달으

라왕족들아귀를기울이라너희에게심판이있나니

너희가미스바에서올무가되며다볼위에서친그물

이됨이라 2패역자가살륙죄에깊이빠졌으매내가저

희를다징책하노라 3에브라임은내가알고이스라엘

은내게숨기지못하나니에브라임아이제네가행음

하였고이스라엘이이미더러웠느니라 4저희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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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저희로자기하나님에게돌아가지못하게하나니

이는음란한마음이그속에있어여호와를알지못하

는까닭이라 5이스라엘의교만이그얼굴에증거가되

나니그죄악을인하여이스라엘과에브라임이넘어지

고유다도저희와한가지로넘어지리라 6저희가양떼

와소떼를끌고여호와를찾으러갈지라도만나지못

할것은이미저희에게서떠나셨음이라 7저희가여호

와께정조를지키지아니하고사생자를낳았으니그러

므로새달이저희와그기업을함께삼키리로다 8너

희가기브아에서나팔을불며라마에서호각을불며

벧아웬에서깨우쳐소리하기를베냐민아네뒤를쫓는

다할지어다 9견책하는날에에브라임이황무할것이

라내가이스라엘지파중에필연있을일을보였노라

10유다방백들은지계표를옮기는자같으니내가나

의진노를저희에게물같이부으리라 11에브라임은사

람의명령좇기를좋아하므로학대를받고재판의압

제를당하는도다 12그러므로내가에브라임에게는좀

같으며유다족속에게는썩이는것같도다 13에브라임

이자기의병을깨달으며유다가자기의상처를깨달

았고에브라임은앗수르로가서야렙왕에게사람을

보내었으나저가능히너희를고치지못하겠고너희

상처를낫게하지못하리라 14내가에브라임에게는사

자같고유다족속에게는젊은사자같으니나곧내가

움켜갈지라내가탈취하여갈지라도건져낼자가없으

리라 15내가내곳으로돌아가서저희가그죄를뉘우

치고내얼굴을구하기까지기다리리라저희가고난을

받을때에나를간절히구하여이르기를

6오라우리가여호와께로돌아가자여호와께서우리

를찢으셨으나도로낫게하실것이요우리를치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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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싸매어주실것임이라 2여호와께서이틀후에우리

를살리시며제삼일에우리를일으키시리니우리가

그앞에서살리라 3그러므로우리가여호와를알자힘

써여호와를알자그의나오심은새벽빛같이일정하

니비와같이, 땅을적시는늦은비와같이우리에게임

하시리라하리라 4에브라임아내가네게어떻게하랴

유다야내가네게어떻게하랴너희의인애가아침구

름이나쉬없어지는이슬같도다 5그러므로내가선지

자들로저희를치고내입의말로저희를죽였노니내

심판은발하는빛과같으니라 6나는인애를원하고제

사를원치아니하며번제보다하나님을아는것을원

하노라 7저희는아담처럼언약을어기고거기서내게

패역을행하였느니라 8길르앗은행악자의고을이라

피발자취가편만하도다 9강도떼가사람을기다림같

이제사장의무리가세겜길에서살인하니저희가사

악을행하였느니라 10내가이스라엘집에서가증한일

을보았나니거기서에브라임은행음하였고이스라엘

은더럽혔느니라 11유다여내가내백성의사로잡힘을

돌이킬때에네게도추수할일을정하였느니라

7내가이스라엘을치료하려할때에에브라임의죄와

사마리아의악이드러나도다저희는궤사를행하며안

으로들어가도적질하고밖으로떼지어노략질하며 2

내가그여러악을기억하였음을저희가마음에생각

지아니하거니와이제그행위가저희를에워싸고내

목전에있도다 3저희가그악으로왕을,그거짓말로

방백들을기쁘게하도다 4저희는다간음하는자라빵

만드는자에게달궈진화덕과같도다저가반죽을뭉

침으로발교되기까지만불일으키기를그칠뿐이니라

5우리왕의날에방백들이술의뜨거움을인하여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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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왕은오만한자들로더불어악수하는도다 6저희

는엎드리어기다릴때에그마음을화덕같이예비하

니마치빵만드는자가밤새도록자고아침에피우는

불의일어나는것같도다 7저희가다화덕같이뜨거워

져서그재판장들을삼키며그왕들을다엎드러지게

하며저희중에는내게부르짖는자가하나도없도다 8

에브라임이열방에혼잡되니저는곧뒤집지않은전

병이로다 9저는이방인에게그힘이삼키웠으나알지

못하고백발이얼룩얼룩할지라도깨닫지못하는도다

10이스라엘의교만은그얼굴에증거가되나니저희가

이모든일을당하여도그하나님여호와께로돌아오

지아니하며구하지아니하도다 11에브라임은어리석

은비둘기같이지혜가없어서애굽을향하여부르짖

으며앗수르로가는도다 12저희가갈때에내가나의

그물을그위에쳐서공중의새처럼떨어뜨리고전에

그공회에들려준대로저희를징계하리라 13화있을

진저저희가나를떠나그릇갔음이니라패망할진저

저희가내게범죄하였음이니라내가저희를구속하려

하나저희가나를거스려거짓을말하고 14성심으로

나를부르지아니하였으며오직침상에서슬피부르짖

으며곡식과새포도주를인하여모이며나를거역하

는도다 15내가저희팔을연습시켜강건케하였으나

저희는내게대하여악을꾀하는도다 16저희가돌아오

나높으신자에게로돌아오지아니하니속이는활과

같으며그방백들은그혀의거친말로인하여칼에엎

드러지리니이것이애굽땅에서조롱거리가되리라

8나팔을네입에댈지어다대적이독수리처럼여호와

의집에덮치리니이는무리가내언약을어기며내율

법을범함이로다 2저희가장차내게부르짖기를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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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우리이스라엘이주를아나이다하리라 3

이스라엘이이미선을싫어버렸으니대적이저를따

를것이라 4저희가왕들을세웠으나내게서말미암지

아니하였고저희가방백들을세웠으나나의모르는바

며저희가또그은, 금으로자기를위하여우상을만들

었나니파멸을이루리라 5사마리아여네송아지는버

리웠느니라내노가무리를향하여타오르나니저희가

어느때에야능히무죄하겠느냐 6이것은이스라엘에

서나고공장이만든것이라참신이아니니사마리아

의송아지가부숴뜨리우리라 7저희가바람을심고광

풍을거둘것이라심은것이줄기가없으며이삭은열

매를맺히지못할것이요설혹맺힐지라도이방사람

이삼키리라 8이스라엘은이미삼키웠은즉이제열국

가운데있는것이기뻐하지아니하는그릇같도다 9저

희가홀로처한들나귀처럼앗수르로갔고에브라임이

값주고연애하는자들을얻었도다 10저희가열방사

람에게값을주었을찌라도이제내가저희를모으리니

저희가모든방백의임금의지워준짐을인하여쇠하

기시작하리라 11에브라임이죄를위하여제단을많이

만들더니그제단이저로범죄케하는것이되었도다

12내가저를위하여내율법을만가지로기록하였으나

저희가관계없는것으로여기도다 13내게드리는제물

로말할찌라도저희가고기로제사를드리고먹거니와

여호와는그것을기뻐하지아니하고이제저희의죄악

을기억하여그죄를벌하리니저희가애굽으로다시

가리라 14이스라엘은자기를지은자를잊어버리고전

각들을세웠으며유다는견고한성읍을많이쌓았으나

내가그고을들에불을보내어그성들을삼키게하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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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스라엘아너는이방사람처럼기뻐뛰놀지말라

네가행음하여네하나님을떠나고각타작마당에서

음행의값을좋아하였느니라 2타작마당이나술틀이

저희를기르지못할것이며새포도주도떨어질것이요

3저희가여호와의땅에거하지못하며에브라임이애

굽으로다시가고앗수르에서더러운것을먹을것이

니라 4저희가여호와께전제를드리지못하여여호와

의기뻐하시는바도되지못할것이라저희의제물은

거상입은자의식물과같아서무릇그것을먹는자는

더러워지나니저희의식물은자기먹기에만소용될뿐

이라여호와의집에드릴것이아님이니라 5너희가명

절일과여호와의절일에무엇을하겠느냐? 6보라저희

가멸망을피하여갈지라도애굽은저희를모으고놉

은저희를장사하리니저희의은보물은찔레가덮을

것이요저희의장막안에는가시덩굴이퍼지리라 7형

벌의날이이르렀고보응의날이임한것을이스라엘

이알지라선지자가어리석었고신에감동하는자가

미쳤나니이는네죄악이많고네원한이큼이니라 8

에브라임은내하나님의파숫군이어늘선지자는그

모든행위에새잡는자의그물같고또그하나님의전

에서원한을품었도다 9저희는기브아의시대와같이

심히패괴한지라여호와께서그악을기억하시고그

죄를벌하시리라 10옛적에내가이스라엘만나기를광

야에서포도를만남같이하였으며너희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처음맺힌첫열매를봄같이하였거

늘저희가바알브올에가서부끄러운우상에게몸을

드림으로저희의사랑하는우상같이가증하여졌도다

11에브라임의영광이새같이날아가리니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잉태함이없으리라 12혹저희가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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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지라도내가그자식을없이하여한사람도남기

지아니할것이라내가저희를떠나는때에는저희에

게화가미치리로다 13내가보건대에브라임은아름다

운곳에심긴두로와같으나그자식들을살인하는자

에게로끌어내리로다 14여호와여! 저희에게주소서무

엇을주시려나이까?청컨대배지못하는태와젖없는

유방을주시옵소서 15저희의모든악이길갈에있으므

로내가거기서저희를미워하였노라그행위가악하

므로내집에서쫓아내고다시는사랑하지아니하리라

그방백들은다패역한자니라 16에브라임이침을입

고그뿌리가말라과실을맺지못하나니비록아이를

낳을지라도내가그사랑하는태의열매를죽이리라

17저희가듣지아니하므로내하나님이저희를버리시

리니저희가열국가운데유리하는자가되리라

10이스라엘은열매맺는무성한포도나무라그열매

가많을수록제단을많게하며그땅이아름다울수록

주상을아름답게하도다 2저희가두마음을품었으니

이제죄를받을것이라하나님이그제단을쳐서깨치

시며그주상을헐으시리라 3저희가이제이르기를우

리가여호와를두려워아니하므로우리에게왕이없거

니와왕이우리를위하여무엇을하리요하리로다 4저

희가헛된말을내며거짓맹세를발하여언약을세우

니그재판이밭이랑에돋는독한인진같으리로다 5사

마리아거민이벧아웬의송아지를인하여두려워할것

이라그백성이슬퍼하며그것을기뻐하던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이는그영광이떠나감이며 6그송아지는

앗수르로옮겨다가예물로야렙왕에게드리리니에브

라임은수치를받을것이요이스라엘은자기들의계의

를부끄러워할것이며 7사마리아왕은물위에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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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멸망할것이며 8이스라엘의죄된아웬의산당은

패괴되어가시와찔레가그단위에날것이니그때에

저희가산더러우리를가리우라할것이요작은산더

러우리위에무너지라하리라 9이스라엘아네가기브

아에서서흉악한족속을치는전쟁을거기서면하였

도다 10내가원하는때에저희를징계하리니저희가

두가지죄에걸릴때에만민이모여서저희를치리라

11에브라임은마치길들인암소같아서곡식밟기를좋

아하나내가그아름다운목에멍에를메우고그의위

에사람을태우리니유다가밭을갈고야곱이흙덩이

를깨뜨리리라 12너희가자기를위하여의를심고긍

휼을거두라지금이곧여호와를찾을때니너희묵은

땅을기경하라마침내여호와께서임하사의를비처럼

너희에게내리시리라 13너희는악을밭갈아죄를거두

고거짓열매를먹었나니이는네가네길과네용사의

많음을의뢰하였음이라 14그러므로너희백성중에요

란함이일어나며네산성들이다훼파되되살만이전

쟁의날에벧아벨을훼파한것같이될것이라그때에

어미와자식이함께부숴졌도다 15너희의큰악을인

하여벧엘이이같이너희에게행하리니이스라엘왕이

새벽에멸절하리로다

11이스라엘의어렸을때에내가사랑하여내아들을

애굽에서불러내었거늘 2선지자들이저희를부를수

록저희가점점멀리하고바알들에게제사하며아로새

긴우상앞에서분향하였느니라 3그러나내가에브라

임에게걸음을가르치고내팔로안을지라도내가저

희를고치는줄을저희가알지못하였도다 4내가사람

의줄곧사랑의줄로저희를이끌었고저희에게대하

여그목에서멍에를벗기는자같이되었으며저희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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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먹을것을두었었노라 5저희가애굽땅으로다시

가지못하겠거늘내게돌아오기를싫어하니앗수르사

람이그임금이될것이라 6칼이저희의성읍들을치

며빗장을깨뜨려없이하리니이는저희의계책을인

함이니라 7내백성이결심하고내게서물러가나니비

록저희를불러위에계신자에게로돌아오라할지라

도일어나는자가하나도없도다 8에브라임이여내가

어찌너를놓겠느냐?이스라엘이여내가어찌너를버

리겠느냐? 내가어찌아드마같이놓겠느냐? 어찌너를

스보임같이두겠느냐?내마음이내속에서돌아서나

의긍휼이온전히불붙듯하도다 9내가나의맹렬한

진노를발하지아니하며내가다시는에브라임을멸하

지아니하리니이는내가사람이아니요하나님임이라

나는네가운데거하는거룩한자니진노함으로네게

임하지아니하리라 10저희가사자처럼소리를발하시

는여호와를좇을것이라여호와께서소리를발하시면

자손들이서편에서부터떨며오되 11저희가애굽에서

부터새같이앗수르에서부터비둘기같이떨며오리니

내가저희로각집에머물게하리라나여호와의말이

니라 12에브라임은거짓으로이스라엘족속은궤휼로

나를에워쌌고유다는하나님곧신실하시고거룩하신

자에게대하여정함이없도다

12에브라임은바람을먹으며동풍을따라가서날마

다거짓과포학을더하며앗수르와계약을맺고기름

을애굽에보내도다 2여호와께서유다와쟁변하시고

야곱의소행대로벌주시며그소위대로보응하시리라

3야곱은태에서그형의발뒤꿈치를잡았고또장년에

하나님과힘을겨루되 4천사와힘을겨루어이기고울

며그에게간구하였으며하나님은벧엘에서저를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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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고거기서우리에게말씀하셨나니 5저는만군의하

나님여호와시라여호와는그의기념칭호니라 6그런

즉너의하나님께로돌아와서인애와공의를지키며

항상너의하나님을바라볼지니라 7저는상고여늘손

에거짓저울을가지고사취하기를좋아하는도다 8에

브라임이말하기를나는실로부자라내가재물을얻

었는데무릇나의수고한중에서죄라할만한불의를

발견할자없으리라하거니와 9내가애굽땅에서나옴

으로부터나는네하나님여호와니라내가너로다시

장막에거하게하기를명절일에하던것같게하리라

10내가여러선지자에게말하였고이상을많이보였으

며선지자들을빙자하여비유를베풀었노라 11길르앗

은불의한것이냐저희는과연거짓되도다길갈에서는

무리가수송아지로제사를드리며그제단은밭이랑에

쌓인돌무더기같도다 12옛적에야곱이아람들로도

망하였으며이스라엘이아내얻기위하여사람을섬기

며아내얻기위하여양을쳤고 13여호와께서는선지

자로이스라엘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시며선지자로

저를보호하셨거늘 14에브라임이격노케함이극심하

였으니그주께서그피로그위에머물러있게하시며

저의수치를저에게돌리시리라

13에브라임이말을발하면사람이떨었도다저가이

스라엘중에서자기를높이더니바알로인하여범죄하

므로망하였거늘 2이제도저희가더욱범죄하여그은

으로자기를위하여우상을부어만들되자기의공교

함을따라우상을만들었으며그것은다장색이만든

것이어늘저희가그것에대하여말하기를제사를드리

는자는송아지의입을맞출것이라하도다 3이러므로

저희는아침구름같으며쉽게사라지는이슬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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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에서광풍에날리우는쭉정이같으며굴뚝에

서나가는연기같으리라 4그러나네가애굽땅에서

나옴으로부터나는네하나님여호와라나밖에네가

다른신을알지말것이라나외에는구원자가없느니

라 5내가광야마른땅에서너를권고하였거늘 6저희

가먹이운대로배부르며배부름으로마음이교만하며

이로인하여나를잊었느니라 7그러므로내가저희에

게사자같고길가에서기다리는표범같으니라 8내가

새끼잃은곰같이저희를만나그염통꺼풀을찢고거

기서암사자같이저희를삼키리라들짐승이저희를찢

으리라 9이스라엘아네가패망하였나니이는너를도

와주는나를대적함이니라 10전에네가이르기를내게

왕과방백들을주소서하였느니라네모든성읍에서

너를구원할자네왕이이제어디있으며네재판장들

이어디있느냐? 11내가분노하므로네게왕을주고진

노하므로폐하였노라 12에브라임의불의가봉함되었

고그죄가저장되었나니 13해산하는여인의어려움이

저에게임하리라저는어리석은자식이로다때가임하

였나니산문에서지체할것이아니니라 14내가저희를

음부의권세에서속량하며사망에서구속하리니사망

아네재앙이어디있느냐?음부야네멸망이어디있느

냐?뉘우침이내목전에숨으리라 (Sheol h7585) 15저가비

록형제중에서결실하나동풍이오리니곧광야에서

일어나는여호와의바람이라그근원이마르며그샘

이마르고그적축한바모든보배의그릇이약탈되리

로다 16사마리아가그하나님을배반하였으므로형벌

을당하여칼에엎드러질것이요그어린아이는부숴

뜨리우며그아이밴여인은배가갈리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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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스라엘아네하나님여호와께로돌아오라네가

불의함을인하여엎드러졌느니라 2너는말씀을가지

고여호와께로돌아와서아뢰기를모든불의를제하시

고선한바를받으소서우리가입술로수송아지를대신

하여주께드리리이다 3우리가앗수르의구원을의지

하지아니하며말을타지아니하며다시는우리의손

으로지은것을향하여너희는우리신이라하지아니

하오리니이는고아가주께로말미암아긍휼을얻음이

니이다할지니라 4내가저희의패역을고치고즐거이

저희를사랑하리니나의진노가저에게서떠났음이니

라 5내가이스라엘에게이슬과같으리니저가백합화

같이피겠고레바논백향목같이뿌리가박힐것이라 6

그가지는퍼지며그아름다움은감람나무와같고그

향기는레바논백향목같으리니 7그그늘아래거하는

자가돌아올지라저희는곡식같이소성할것이며포도

나무같이꽃이필것이며그향기는레바논의포도주

같이되리라 8에브라임의말이내가다시우상과무슨

상관이있으리요할지라내가저를돌아보아대답하기

를나는푸른잣나무같으니네가나로말미암아열매

를얻으리라하리라 9누가지혜가있어이런일을깨

달으며누가총명이있어이런일을알겠느냐?여호와

의도는정직하니의인이라야그도에행하리라그러

나죄인은그도에거쳐넘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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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엘
1여호와께서브두엘의아들요엘에게이르신말씀이

라 2늙은자들아너희는이것을들을지어다땅의모든

거민아너희는귀를기울일지어다너희의날에나너희

열조의날에이런일이있었느냐 3너희는이일을너

희자녀에게고하고너희자녀는자기자녀에게고하

고그자녀는후시대에고할것이니라 4팟종이가남긴

것을메뚜기가먹고메뚜기가남긴것을늣이먹고늣

이남긴것을황충이먹었도다 5무릇취하는자들아

너희는깨어울지어다포도주를마시는자들아너희는

곡할지어다이는단포도주가너희입에서끊어졌음이

니 6한이족이내땅에올라왔음이로다그들은강하고

무수하며그이는사자의이같고그어금니는암사자

의어금니같도다 7그들이내포도나무를멸하며내

무화과나무를긁어말갛게벗겨서버리니그모든가

지가하얗게되었도다 8너희는애곡하기를처녀가어

렸을때에약혼한남편을인하여굵은베로동이고애

곡함같이할찌어다 9소제와전제가여호와의전에끊

어졌고여호와께수종드는제사장은슬퍼하도다 10밭

이황무하고토지가처량하니곡식이진하여새포도

주가말랐고기름이다하였도다 11농부들아너희는부

끄러워할지어다포도원을다스리는자들아곡할찌어

다이는밀과보리의연고라밭의소산이다없어졌음

이로다 12포도나무가시들었고무화과나무가말랐으

며석류나무와대추나무와사과나무와및밭의모든

나무가다시들었으니이러므로인간의희락이말랐도

다 13제사장들아너희는굵은베로동이고슬피울찌

어다단에수종드는자들아너희는곡할지어다내하

나님께수종드는자들아너희는와서굵은베를입고



요엘 1659

밤이맞도록누울지어다이는소제와전제를너희하

나님의전에드리지못함이라 14너희는금식일을정하

고성회를선포하여장로들과이땅모든거민을너희

하나님여호와의전으로몰수히모으고여호와께부르

짖을찌어다 15오호라! 그날이여여호와의날이가까

왔나니곧멸망같이전능자에게로서이르리로다 16식

물이우리목전에끊어지지아니하였느냐기쁨과즐

거움이우리하나님의전에끊어지지아니하였느냐 17

씨가흙덩이아래서썩어졌고창고가비었고곳간이

무너졌으니이는곡식이시들었음이로다 18생축이탄

식하고소떼가민망해하니이는꼴이없음이라양떼도

피곤하도다 19여호와여! 내가주께부르짖으오니불이

거친들의풀을살랐고불꽃이밭의모든나무를살랐

음이니이다 20들짐승도주를향하여헐떡거리오니시

내가다말랐고들의풀이불에탔음이니이다

2시온에서나팔을불며나의성산에서호각을불어

이땅거민으로다떨게할찌니이는여호와의날이이

르게됨이니라이제임박하였으나 2곧어둡고캄캄한

날이요빽빽한구름이끼인날이라새벽빛이산꼭대

기에덮인것과같으니이는많고강한백성이이르렀

음이라이같은것이자고이래로없었고이후세세에

없으리로다 3불이그들의앞을사르며불꽃이그들의

뒤를태우니그전의땅은에덴동산같았으나그후의

땅은황무한들같으니그들을피한자가없도다 4그

모양은말같고그달리는것은기병같으며 5그들의

산꼭대기에서뛰는소리가병거소리와도같고불꽃

이초개를사르는소리와도같으며강한군사가항오

를벌이고싸우는것같으니 6그앞에서만민이송구하

여하며무리의낯빛이하얘졌도다 7그들이용사같이



요엘 1660

달리며무사같이성을더위잡고오르며각기자기의

길로행하되그항오를어기지아니하며 8피차에부딪

히지아니하고각기자기의길로행하며병기를충돌

하고나아가나상치아니하며 9성중에뛰어들어가며

성위에달리며집에더위잡고오르며도적같이창으로

들어가니 10그앞에서땅이진동하며하늘이떨며일

월이캄캄하며별들이빛을거두도다 11여호와께서그

군대앞에서소리를발하시고그진은심히크고그명

령을행하는자는강하니여호와의날이크고심히두

렵도다당할자가누구이랴 12여호와의말씀에너희는

이제라도금식하며울며애통하고마음을다하여내게

로돌아오라하셨나니 13너희는옷을찢지말고마음

을찢고너희하나님여호와께로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자비로우시며,노하기를더디하시며,

인애가크시사뜻을돌이켜재앙을내리지아니하시나

니 14주께서혹시마음과뜻을돌이키시고그뒤에복

을끼치사너희하나님여호와께소제와전제를드리

게하지아니하실는지누가알겠느냐 15너희는시온에

서나팔을불어거룩한금식일을정하고성회를선고

하고 16백성을모아그회를거룩케하고장로를모으

며소아와젖먹는자를모으며신랑을그방에서나오

게하며신부도그골방에서나오게하고 17여호와께

수종드는제사장들은낭실과단사이에서울며이르기

를여호와여주의백성을긍휼히여기소서주의기업

으로욕되게하여열국들로그들을관할하지못하게

하옵소서어찌하여이방인으로그들의하나님이어디

있느뇨말하게하겠나이까할지어다 18그때에여호와

께서자기땅을위하여중심이뜨거우시며그백성을

긍휼히여기실것이라 19여호와께서그들에게응답하



요엘 1661

여이르시기를내가너희에게곡식과새포도주와기

름을주리니너희가이로인하여흡족하리라내가다

시는너희로열국중에서욕을당하지않게할것이며

20내가북편군대를너희에게서멀리떠나게하여메

마르고적막한땅으로쫓아내리니그전군은동해로

그후군은서해로들어갈것이라상한냄새가일어나

고악취가오르리니이는큰일을행하였음이니라하

시리라 21땅이여! 두려워말고기뻐하며즐거워할지어

다여호와께서큰일을행하셨음이로다 22들짐승들아,

두려워말지어다!들의풀이싹이나며나무가열매를

맺으며무화과나무와포도나무가다힘을내는도다

23시온의자녀들아너희는너희하나님여호와로인하

여기뻐하며즐거워할지어다그가너희를위하여비를

내리시되이른비를너희에게적당하게주시리니이른

비와늦은비가전과같을것이라 24마당에는밀이가

득하고독에는새포도주와기름이넘치리로다 25내가

전에너희에게보낸큰군대곧메뚜기와늣과황충과

팟종이의먹은햇수대로너희에게갚아주리니 26너희

는먹되풍족히먹고너희를기이히대접한너희하나

님여호와의이름을찬송할것이라내백성이영영히

수치를당치아니하리로다 27그런즉내가이스라엘가

운데있어너희하나님여호와가되고다른이가없는

줄을너희가알것이라내백성이영영히수치를당치

아니하리로다 28그후에내가내신을만민에게부어

주리니너희자녀들이장래일을말할것이며너희늙

은이는꿈을꾸며너희젊은이는이상을볼것이며 29

그때에내가또내신으로남종과여종에게부어줄것

이며 30내가이적을하늘과땅에베풀리니곧피와불

과연기기둥이라 31여호와의크고두려운날이이르



요엘 1662

기전에해가어두워지고달이핏빛같이변하려니와

32누구든지여호와의이름을부르는자는구원을얻으

리니이는나여호와의말대로시온산과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있을것임이요남은자중에나여호와의부

름을받을자가있을것임이니라

3그날곧내가유다와예루살렘의사로잡힌자를돌

아오게할그때에 2내가만국을모아데리고여호사밧

골짜기에내려가서내백성곧내기업된이스라엘을

위하여거기서그들을국문하리니이는그들이이스라

엘을열국중에흩고나의땅을나누었음이며 3또제

비뽑아내백성을취하고동남으로기생을바꾸며마

셨음이니라 4두로와시돈과블레셋사방아너희가나

와무슨상관이있느냐? 너희가내게보복하겠느냐? 만

일내게보복하면너희의보복하는것을내가속속히

너희머리에돌리리니 5곧너희가내은과금을취하

고나의진기한보물을너희신궁으로가져갔으며 6또

유다자손과예루살렘자손들을헬라족속에게팔아서

본지경에서멀리떠나게하였음이니라 7보라내가그

들을너희가팔아이르게한곳에서일으켜나오게하

고너희의행한것을너희머리에돌려서 8너희자녀

를유다자손의손에팔리니그들은다시먼나라스바

사람에게팔리라나여호와가말하였느니라 9너희는

열국에이렇게광포할지어다너희는전쟁을준비하고

용사를격려하고무사로다가까이나아와서올라오게

할지어다 10너희는보습을쳐서칼을만들지어다낫을

쳐서창을만들지어다약한자도이르기를나는강하

다할지어다 11사면의열국아너희는속히와서모일

지어다여호와여! 주의용사들로그리로내려오게하

옵소서 12열국은동하여여호사밧골짜기로올라올지



요엘 1663

어다내가거기앉아서사면의열국을다심판하리로

다 13너희는낫을쓰라곡식이익었도다와서밟을지

어다포도주틀이가득히차고포도주독이넘치니그

들의악이큼이로다 14사람이많음이여판결골짜기에

사람이많음이여판결골짜기에여호와의날이가까움

이로다 15해와달이캄캄하며별들이그빛을거두도

다 16나여호와가시온에서부르짖고예루살렘에서목

소리를발하리니하늘과땅이진동되리로다그러나나

는내백성의피난처이스라엘자손의산성이되리로

다 17그런즉너희가나는내성산시온에거하는너희

하나님여호와인줄알것이라예루살렘이거룩하리니

다시는이방사람이그가운데로통행하지못하리로다

18그날에산들이단포도주를떨어뜨릴것이며작은

산들이젖을흘릴것이며유다모든시내가물을흘릴

것이며여호와의전에서샘이흘러나와서싯딤골짜

기에대리라 19그러나애굽은황무지가되겠고에돔은

황무한들이되리니이는그들이유다자손에게강포

를행하여무죄한피를그땅에서흘렸음이니라 20유

다는영원히있겠고예루살렘은대대로있으리라 21내

가전에는그들의피흘림당한것을갚아주지아니하

였거니와이제는갚아주리니이는나여호와가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모스 1664

아모스
1유다왕웃시야의시대곧이스라엘왕요아스의아

들여로보암의시대의지진전이년에드고아목자중

아모스가이스라엘에대하여묵시받은말씀이라 2저

가가로되여호와께서시온에서부터부르짖으시며예

루살렘에서부터음성을발하시리니목자의초장이애

통하며갈멜산꼭대기가마르리로다 3여호와께서가

라사대다메섹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내가그벌을

돌이키지아니하리니이는저희가철타작기로타작하

듯길르앗을압박하였음이라 4내가하사엘의집에불

을보내리니벤하닷의궁궐들을사르리라 5내가다메

섹빗장을꺾으며아웬골짜기에서그거민을끊으며

벧에던에서홀잡은자를끊으리니아람백성이사로

잡혀길에이르리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6여호

와께서가라사대가사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내가

그벌을돌이키지아니하리니이는저희가모든사로

잡은자를끌어에돔에붙였음이라 7내가가사성에불

을보내리니그궁궐들을사르리라 8내가또아스돗에

서그거민과아스글론에서홀잡은자를끊고또손을

돌이켜에그론을치리니블레셋의남아있는자가멸

망하리라이는주여호와의말씀이니라 9여호와께서

가라사대두로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내가그벌을

돌이키지아니하리니이는저희가그형제의계약을

기억지아니하고모든사로잡은자를에돔에붙였음이

라 10내가두로성에불을보내리니그궁궐들을사르

리라 11여호와께서가라사대에돔의서너가지죄로

인하여내가그벌을돌이키지아니하리니이는저가

칼로그형제를쫓아가며긍휼을버리며노가항상맹

렬하며분을끝없이품었음이라 12내가데만에불을



아모스 1665

보내리니보스라의궁궐들을사르리라 13여호와께서

가라사대암몬자손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내가그

벌을돌이키지아니하리니이는저희가자기지경을

넓히고자하여길르앗의아이밴여인의배를갈랐음이

니라 14내가랍바성에불을놓아그궁궐들을사르되

전쟁의날에외침과회리바람날에폭풍으로할것이

며 15저희의왕은그방백들과함께사로잡혀가리라

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2여호와께서가라사대모압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

내가그벌을돌이키지아니하리니이는저가에돔왕

의뼈를불살라회를만들었음이라 2내가모압에불을

보내리니그리욧궁궐들을사르리라모압이요란함과

외침과나팔소리중에서죽을것이라 3내가그중에

서재판장을멸하며방백들을저와함께죽이리라이

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4여호와께서가라사대유다

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내가그벌을돌이키지아니

하리니이는저희가여호와의율법을멸시하며그율

례를지키지아니하고그열조의따라가던거짓것에

미혹하였음이라 5내가유다에불을보내리니예루살

렘의궁궐들을사르리라 6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스

라엘의서너가지죄로인하여내가그벌을돌이키지

아니하리니이는저희가은을받고의인을팔며신한

켤레를받고궁핍한자를팔며 7가난한자의머리에

있는티끌을탐내며겸손한자의길을굽게하며부자

가한젊은여인에게다녀서나의거룩한이름을더럽

히며 8모든단옆에서전당잡은옷위에누우며저희

신의전에서벌금으로얻은포도주를마심이니라 9내

가아모리사람을저희앞에서멸하였나니그키는백

향목높이와같고강하기는상수리나무같으나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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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위의열매와그아래의뿌리를진멸하지아니하였

느냐 10내가너희를애굽땅에서이끌어내어사십년

동안광야에서인도하고아모리사람의땅을너희로

차지하게하였고 11또너희아들중에서선지자를, 너

희청년중에서나시르사람을일으켰나니이스라엘

자손들아과연그렇지아니하냐이는여호와의말씀이

니라 12그러나너희가나시르사람으로포도주를마시

게하며또선지자에게명하여예언하지말라하였느

니라 13곡식단을가득히실은수레가흙을누름같이

내가너희자리에너희를누르리니 14빨리달음박질하

는자도도망할수없으며강한자도자기힘을낼수

없으며용사도피할수없으며 15활을가진자도설수

없으며발이빠른자도피할수없으며말타는자도피

할수없고 16용사중에굳센자는그날에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3이스라엘자손들아여호와께서너희를쳐서이르시

는이말씀을들으라애굽땅에서인도하여올리신온

족속을쳐서이르시기를 2내가땅의모든족속중에

너희만알았나니그러므로내가너희모든죄악을너

희에게보응하리라하셨나니 3두사람이의합지못하

고야어찌동행하겠으며 4사자가움킨것이없고야어

찌수풀에서부르짖겠으며젊은사자가잡은것이없

고야어찌굴에서소리를내겠느냐? 5창애를땅에베

풀지아니하고야새가어찌거기치이겠으며아무잡힌

것이없고야창애가어찌땅에서뛰겠느냐? 6성읍에서

나팔을불게되고야백성이어찌두려워하지아니하겠

으며여호와의시키심이아니고야재앙이어찌성읍에

임하겠느냐? 7주여호와께서는자기의비밀을그종

선지자들에게보이지아니하시고는결코행하심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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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리라 8사자가부르짖은즉누가두려워하지아니

하겠느냐주여호와께서말씀하신즉누가예언하지아

니하겠느냐? 9아스돗의궁들과애굽땅궁들에광포하

여이르기를너희는사마리아산들에모여그성중에

서얼마나큰요란함과학대함이있나보라하라 10자

기궁궐에서포학과겁탈을쌓는자들이바른일행할

줄모르느니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11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땅사면에대적이있어네

힘을쇠하게하며네궁궐을약탈하리라 12여호와께서

가라사대목자가사자입에서양의두다리나귀조각

을건져냄과같이사마리아에서침상모퉁이에나걸상

에비단방석에앉은이스라엘자손이건져냄을입으

리라 13주여호와만군의하나님이가라사대너희는

듣고야곱의족속에게증거하라 14내가이스라엘의모

든죄를보응하는날에벧엘의단들을벌하여그단의

뿔들을꺾어땅에떨어뜨리고 15겨울궁과여름궁을

치리니상아궁들이파멸되며큰궁들이결단나리라이

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4사마리아산에거하는바산암소들아이말을들으

라너희는가난한자를학대하며궁핍한자를압제하

며가장에게이르기를술을가져다가우리로마시게

하라하는도다 2주여호와께서자기의거룩함을가리

켜맹세하시되때가너희에게임할지라사람이갈고리

로너희를끌어가며낚시로너희의남은자들을그리

하리라 3너희가성무너진데로말미암아각기앞으로

바로나가서하르몬에던지우리라이는여호와의말씀

이니라 4너희는벧엘에가서범죄하며길갈에가서죄

를더하며아침마다너희희생을, 삼일마다너희십일

조를드리며 5누룩넣은것을불살라수은제로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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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헌제를소리내어광포하려무나이스라엘자손들아

이것이너희의기뻐하는바니라이는주여호와의말

씀이니라 6또내가너희모든성읍에서너희이를한

가하게하며너희각처에서양식이떨어지게하였으나

너희가내게로돌아오지아니하였느니라이는여호와

의말씀이니라 7또추수하기석달전에내가너희에게

비를멈추어어떤성읍에는내리고어떤성읍에는내

리지않게하였더니땅한부분은비를얻고한부분은

비를얻지못하여말랐으매 8두세성읍사람이어떤

성읍으로비틀거리며물을마시러가서만족히마시지

못하였으나너희가내게로돌아오지아니하였느니라

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9내가풍재와깜부기재앙

으로너희를쳤으며팟종이로너희의많은동산과포

도원과무화과나무와감람나무를다먹게하였으나너

희가내게로돌아오지아니하였느니라이는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내가너희중에염병이임하게하기를

애굽에서한것처럼하였으며칼로너희청년들을죽

였으며너희말들을노략하게하며너희진의악취로

코를찌르게하였으나너희가내게로돌아오지아니

하였느니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11내가너희중

의성읍무너뜨리기를하나님내가소돔과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하였으므로너희가불붙는가운데서

빼낸나무조각같이되었으나너희가내게로돌아오

지아니하였느니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12그러

므로이스라엘아내가이와같이네게행하리라내가

이것을네게행하리니이스라엘아네하나님만나기를

예비하라 13대저산들을지으며바람을창조하며자기

뜻을사람에게보이며아침을어둡게하며땅의높은

데를밟는자는그이름이만군의하나님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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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스라엘족속아내가너희에게대하여애가로지은

이말을들으라 2처녀이스라엘이엎드러졌음이여다

시일어나지못하리로다자기땅에던지움이여일으킬

자없으리로다 3주여호와께서가라사대이스라엘중

에서천명이나가던성읍에는백명만남고백명이나

가던성읍에는열명만남으리라하셨느니라 4여호와

께서이스라엘족속에게이르시기를너희는나를찾으

라! 그리하면살리라 5벧엘을찾지말며길갈로들어

가지말며브엘세바로도나아가지말라길갈은정녕사

로잡히겠고벧엘은허무하게될것임이라하셨나니 6

너희는여호와를찾으라! 그리하면살리라염려컨대

저가불같이요셉의집에내리사멸하시리니벧엘에

서그불들을끌자가없을까하노라 7공법을인진으

로변하며정의를땅에던지는자들아! 8묘성과삼성

을만드시며사망의그늘로아침이되게하시며백주

로어두운밤이되게하시며바닷물을불러지면에쏟

으시는자를찾으라그이름이여호와시니라 9저가강

한자에게홀연히패망이임하게하신즉그패망이산

성에미치느니라 10무리가성문에서책망하는자를미

워하며정직히말하는자를싫어하는도다 11너희가가

난한자를밟고저에게서밀의부당한세를취하였은

즉너희가비록다듬은돌로집을건축하였으나거기

거하지못할것이요아름다운포도원을심었으나그

포도주를마시지못하리라 12너희의허물이많고죄악

이중함을내가아노라너희는의인을학대하며뇌물

을받고성문에서궁핍한자를억울하게하는자로다

13그러므로이런때에지혜자가잠잠하나니이는악한

때임이니라 14너희는살기위하여선을구하고악을

구하지말지어다만군의하나님여호와께서너희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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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이너희와함께하시리라 15너희는악을미워하

고선을사랑하며성문에서공의를세울지어다만군의

하나님여호와께서혹시요셉의남은자를긍휼히여

기시리라 16그러므로주만군의하나님여호와께서말

씀하시기를사람이모든광장에서울겠고모든거리에

서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농부를불러다가애곡하

게하며울음군을불러다가울게할것이며 17모든포

도원에서도울리니이는내가너희가운데로지나갈

것임이니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18화있을진저

여호와의날을사모하는자여너희가어찌하여여호와

의날을사모하느뇨그날은어두움이요빛이아니라

19마치사람이사자를피하다가곰을만나거나혹집

에들어가서손을벽에대었다가뱀에게물림같도다

20여호와의날이어찌어두워서빛이없음이아니며

캄캄하여빛남이없음이아니냐? 21내가너희절기를

미워하여멸시하며너희성회들을기뻐하지아니하나

니 22너희가내게번제나소제를드릴지라도내가받

지아니할것이요너희살진희생의화목제도내가돌

아보지아니하리라 23네노래소리를내앞에서그칠

지어다네비파소리도내가듣지아니하리라 24오직

공법을물같이정의를하수같이흘릴지로다 25이스

라엘족속아너희가사십년동안광야에서희생과소

제물을내게드렸느냐? 26너희가너희왕식굿과너희

우상기윤곧너희가너희를위하여만들어서신으로

삼은별형상을지고가리라 27내가너희를다메섹밖

으로사로잡혀가게하리라이는만군의하나님이라

일컫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6화있을진저시온에서안일한자와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든든한자곧열국중우승하여유명하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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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족속이따르는자들이여 2너희는갈레에건너

가고거기서대하맛으로가고또블레셋사람의가드

로내려가보라그곳들이이나라들보다나으냐?그토

지가너희토지보다넓으냐? 3너희는흉한날이멀다

하여강포한자리로가까와지게하고 4상아상에누우

며침상에서기지개켜며양떼에서어린양과우리에

서송아지를취하여먹고 5비파에맞추어헛된노래를

지절거리며다윗처럼자기를위하여악기를제조하며

6대접으로포도주를마시며귀한기름을몸에바르면

서요셉의환난을인하여는근심치아니하는자로다 7

그러므로저희가이제는사로잡히는자중에앞서사

로잡히리니기지개켜는자의떠드는소리가그치리라

8만군의하나님여호와께서가라사대주여호와가자

기를가리켜맹세하였노라내가야곱의영광을싫어하

며그궁궐들을미워하므로이성읍과거기가득한것

을대적에게붙이리라하셨느니라 9한집에열사람이

남는다하여도다죽을것이라 10죽은사람의친척곧

그시체를불사를자가그뼈를집밖으로가져갈때에

그집내실에있는자에게묻기를아직너와함께한자

가있느냐하여대답하기를아주없다하면저가또말

하기를잠잠하라우리가여호와의이름을일컫지못

할것이라하리라 11보라여호와께서명하시므로큰

집이침을받아갈라지며작은집이침을받아터지리

라 12말들이어찌바위위에서달리겠으며소가어찌

거기밭갈겠느냐?그런데너희는공법을쓸개로변하

며정의의열매를인진으로변하여 13허무한것을기

뻐하며이르기를우리의뿔은우리힘으로취하지아

니하였느냐하는자로다 14만군의하나님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이스라엘족속아내가한나라를일으켜너



아모스 1672

희를치리니저희가하맛어귀에서부터아라바시내까

지너희를학대하리라하셨느니라

7주여호와께서내게보이신것이이러하니라왕이

풀을벤후풀이다시움돋기시작할때에주께서황충

을지으시매 2황충이땅의풀을다먹은지라내가가

로되주여호와여청컨대사하소서야곱이미약하오니

어떻게서리이까하매 3여호와께서이에대하여뜻을

돌이켜가라사대이것이이루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4주여호와께서또내게보이신것이이러하니라주여

호와께서명하여불로징벌하게하시니불이큰바다

를삼키고육지까지먹으려하는지라 5이에내가가로

되주여호와여청컨대그치소서야곱이미약하오니

어떻게서리이까하매 6주여호와께서이에대하여뜻

을돌이켜가라사대이것도이루지아니하리라하시니

라 7또내게보이신것이이러하니라다림줄을띄우고

쌓은담곁에주께서손에다림줄을잡고서셨더니 8

내게이르시되아모스야네가무엇을보느냐?내가대

답하되다림줄을내백성이스라엘가운데베풀고다

시는용서치아니하리니 9이삭의산당들이황폐되며

이스라엘의성소들이훼파될것이라내가일어나칼로

여로보암의집을치리라하시니라 10때에벧엘의제사

장아마샤가이스라엘왕여로보암에게기별하여가로

되이스라엘족속중에아모스가왕을모반하나니그

모든말을이땅이견딜수없나이다 11아모스가말하

기를여로보암은칼에죽겠고이스라엘은정녕사로잡

혀그땅에서떠나겠다하나이다하고 12아마샤가또

아모스에게이르되선견자야너는유다땅으로도망하

여가서거기서나떡을먹으며거기서나예언하고 13

다시는벧엘에서예언하지말라이는왕의성소요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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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궁임이니라 14아모스가아마샤에게대답하여가로

되나는선지자가아니며선지자의아들도아니요나

는목자요뽕나무를배양하는자로서 15양떼를따를

때에여호와께서나를데려다가내게이르시기를가서

내백성이스라엘에게예언하라하셨나니 16이제너는

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니라네가이르기를이스라엘

에대하여예언하지말며이삭의집을향하여경계하

지말라하므로 17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네아내는

성읍중에서창기가될것이요네자녀들은칼에엎드

러지며네땅은줄띄워나누일것이며너는더러운땅

에서죽을것이요이스라엘은정녕사로잡혀그본토

에서떠나리라하셨느니라

8주여호와께서또내게여름실과한광주리를보이

시며 2가라사대아모스야네가무엇을보느냐?내가

가로되여름실과한광주리니이다하매여호와께서

내게이르시되내백성이스라엘의끝이이르렀은즉

내가다시는저를용서치아니하리니 3그날에궁전의

노래가애곡으로변할것이며시체가많아서사람이

잠잠히처처에내어버리리라이는주여호와의말씀이

니라 4궁핍한자를삼키며땅의가난한자를망케하

려는자들아이말을들으라 5너희가이르기를월삭이

언제나지나서우리로곡식을팔게하며안식일이언

제나지나서우리로밀을내게할꼬에바를작게하여

세겔을크게하며거짓저울로속이며 6은으로가난한

자를사며신한켤레로궁핍한자를사며잿밀을팔자

하는도다 7여호와께서야곱의영광을가리켜맹세하

시되내가저희의모든소위를영영잊지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이로인하여땅이떨지않겠으며그가운데

모든거민이애통하지않겠느냐온땅이하수의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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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솟아오르며애굽강같이뛰놀다가낮아지리라 9

주여호와께서가라사대그날에내가해로대낮에지

게하여백주에땅을캄캄케하며 10너희절기를애통

으로, 너희모든노래를애곡으로변하며모든사람으

로굵은베로허리를동이게하며모든머리를대머리

되게하며독자의죽음을인하여애통하듯하게하며

그결국으로곤고한날과같게하리라 11주여호와께

서가라사대보라, 날이이를지라내가기근을땅에보

내리니양식이없어주림이아니며물이없어갈함이

아니요여호와의말씀을듣지못한기갈이라 12사람이

이바다에서저바다까지북에서동까지비틀거리며

여호와의말씀을구하려고달려왕래하되얻지못하리

니 13그날에아름다운처녀와젊은남자가다갈하여

피곤하리라 14무릇사마리아의죄된우상을가리켜맹

세하여이르기를단아네신의생존을가리켜맹세하

노라하거나브엘세바의위하는것의생존을가리켜

맹세하노라하는사람은엎드러지고다시일어나지못

하리라

9내가보니주께서단곁에서서이르시되기둥머리

를쳐서문지방이움직이게하며그것으로부숴져서

무리의머리에떨어지게하라내가그남은자를칼로

살륙하리니그중에서하나도도망하지못하며그중

에서하나도피하지못하리라 2저희가파고음부로들

어갈찌라도내손이거기서취하여낼것이요하늘로

올라갈찌라도내가거기서취하여내리울것이며 (Sheol

h7585) 3갈멜산꼭대기에숨을지라도내가거기서찾아

낼것이요내눈을피하여바다밑에숨을지라도내가

거기서뱀을명하여물게할것이요 4그원수앞에사

로잡혀갈지라도내가거기서칼을명하여살륙하게



아모스 1675

할것이라내가저희에게주목하여화를내리고복을

내리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5주만군의여호와는땅

을만져녹게하사무릇거기거한자로애통하게하시

며그온땅으로하수의넘침같이솟아오르며애굽강

같이낮아지게하시는자요 6그전을하늘에세우시며

그궁창의기초를땅에두시며바다물을불러지면에

쏟으시는자니그이름은여호와시니라 7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이스라엘자손들아너희는내게구스족속같

지아니하냐?내가이스라엘을애굽땅에서블레셋사

람을, 갑돌에서, 아람사람을길에서올라오게하지아

니하였느냐 8보라,주여호와내가범죄한나라에주

목하여지면에서멸하리라그러나야곱의집은온전히

멸하지는아니하리라이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9내

가명령하여이스라엘족속을만국중에체질하기를

곡식을체질함같이하려니와그한알갱이도땅에떨

어지지아니하리라 10내백성중에서말하기를화가

우리에게미치지아니하며임하지아니하리라하는모

든죄인은칼에죽으리라 11그날에내가다윗의무너

진천막을일으키고그틈을막으며그퇴락한것을일

으키고옛적과같이세우고 12저희로에돔의남은자

와내이름으로일컫는만국을기업으로얻게하리라

이는이를행하시는여호와의말씀이니라 13여호와께

서가라사대보라, 날이이를지라그때에밭가는자가

곡식베는자의뒤를이으며포도를밟는자가씨뿌리

는자의뒤를이으며산들은단포도주를흘리며작은

산들은녹으리라 14내가내백성이스라엘의사로잡힌

것을돌이키리니저희가황무한성읍을건축하고거하

며포도원들을심고그포도주를마시며과원들을만

들고그과실을먹으리라 15내가저희를그본토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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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니저희가나의준땅에서다시뽑히지아니하리

라이는네하나님여호와의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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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댜
1오바댜의묵시라주여호와께서에돔에대하여이같

이말씀하시니라우리가여호와께로말미암아소식을

들었나니곧사자가열국중에보내심을받고이르기

를너희는일어날지어다우리가일어나서그로더불어

싸우자하는것이니라 2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너

를열국중에미약하게하였으므로네가크게멸시를

받느니라 3바위틈에거하며높은곳에사는자여네

가중심에이르기를누가능히나를땅에끌어내리겠

느냐?하니너의중심의교만이너를속였도다 4네가

독수리처럼높이오르며별사이에깃들일지라도내가

거기서너를끌어내리리라나여호와가말하였느니라

5혹시도적이네게이르렀으며강도가밤중에네게이

르렀을지라도그마음에만족하게취하면그치지아니

하였겠느냐?혹시포도를따는자가네게이르렀을지

라도그것을얼마쯤남기지아니하였겠느냐?네가어

찌그리망하였는고 6에서가어찌그리수탐되었으며

그감춘보물이어찌그리수탐되었는고 7너와약조한

자들이다너를쫓아변경에이르게하며너와화목하

던자들이너를속이고이기며네식물을먹는자들이

네아래함정을베푸니네마음에지각이없음이로다 8

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에내가에돔에서지혜있

는자를멸하며에서의산에서지각있는자를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드만아네용사들이놀랄것이라이로

인하여에서의산의거민이살륙을당하여다멸절되

리라 10네가네형제야곱에게행한포학을인하여수

욕을입고영원히멸절되리라 11네가멀리섰던날곧

이방인이그의재물을늑탈하며외국인이그의성문에

들어가서예루살렘을얻기위하여제비뽑던날에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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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중한사람같았었느니라 12네가형제의날곧그

재앙의날에방관할것이아니며그고난의날에네가

입을크게벌릴것이아니라 13내백성이환난을당하

는날에네가그성문에들어가지않을것이며환난을

당하는날에네가그고난을방관하지않을것이며환

난을당하는날에네가그재물에손을대지않을것이

며 14사거리에서서그도망하는자를막지않을것이

며고난의날에그남은자를대적에게붙이지않을것

이니라 15여호와의만국을벌할날이가까왔나니너의

행한대로너도받을것인즉너의행한것이네머리로

돌아갈것이라 16너희가내성산에서마신것같이만

국인이항상마시리니곧마시고삼켜서본래없던것

같이되리라 17오직시온산에서피할자가있으리니

그산이거룩할것이요야곱족속은자기기업을누릴

것이며 18야곱족속은불이될것이요요셉족속은불

꽃이될것이며에서족속은초개가될것이라그들이

그의위에붙어서그를사를것인즉에서족속에남은

자가없으리니이는여호와께서말씀하셨음이니라 19

남방사람은에서의산을얻을것이며평지사람은블

레셋을얻을것이요또그들이에브라임의들과사마

리아의들을얻을것이며베냐민은길르앗을얻을것

이며 20사로잡혔던이스라엘의뭇자손은가나안사람

에게속한땅을사르밧까지얻을것이며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자곧스바랏에있는자는남방의성읍들

을얻을것이니라 21구원자들이시온산에올라와서에

서의산을심판하리니나라가여호와께속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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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1여호와의말씀이아밋대의아들요나에게임하니라

이르시되 2너는일어나저큰성읍니느웨로가서그

것을쳐서외치라그악독이내앞에상달하였음이니

라하시니라 3그러나요나가여호와의낯을피하려고

일어나다시스로도망하려하여욥바로내려갔더니마

침다시스로가는배를만난지라여호와의낯을피하

여함께다시스로가려고선가를주고배에올랐더라 4

여호와께서대풍을대작하여배가거의깨어지게된지

라 5사공이두려워하여각각자기의신을부르고또

배를가볍게하려고그가운데물건을바다에던지니

라그러나요나는배밑층에내려가서누워깊이잠이

든지라 6선장이나아가서그에게이르되 `자는자여

어찜이뇨일어나서네하나님께구하라혹시하나님이

우리를생각하사망하지않게하시리라' 하니라 7그들

이서로이르되 `자, 우리가제비를뽑아이재앙이누

구로인하여우리에게임하였나알자' 하고곧제비를

뽑으니제비가요나에게당한지라 8무리가그에게이

르되 `청컨대이재앙이무슨연고로우리에게임하였

는가고하라네생업이무엇이며어디서왔으며고국

이어디며어느민족에속하였느냐?' 9그가대답하되

`나는히브리사람이요바다와육지를지으신하늘의

하나님여호와를경외하는자로라' 하고 10자기가여

호와의낯을피함인줄을그들에게고하였으므로무리

가알고심히두려워하여이르되 `네가어찌하여이렇

게행하였느냐?' 하니라 11바다가점점흉용한지라무

리가그에게이르되 `우리가너를어떻게하여야바다

가우리를위하여잔잔하겠느냐?' 12그가대답하되

`나를들어바다에던지라! 그리하면바다가너희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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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잔잔하리라너희가이큰폭풍을만난것이나의

연고인줄을내가아노라'하니라 13그러나그사람들

이힘써노를저어배를육지에돌리고자하다가바다

가그들을향하여점점더흉용하므로능히못한지라

14무리가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구하

고구하오니이사람의생명까닭에우리를멸망시키

지마옵소서무죄한피를우리에게돌리지마옵소서

주여호와께서는주의뜻대로행하심이니이다'하고

15요나를들어바다에던지매바다의뛰노는것이곧

그친지라 16그사람들이여호와를크게두려워하여여

호와께제물을드리고서원을하였더라 17여호와께서

이미큰물고기를예비하사요나를삼키게하셨으므로

요나가삼일삼야를물고기배에있으니라

2요나가물고기뱃속에서그하나님여호와께기도하

여 2가로되내가받는고난을인하여여호와께불러

아뢰었삽더니주께서내게대답하셨고내가스올의뱃

속에서부르짖었삽더니주께서나의음성을들으셨나

이다 (Sheol h7585) 3주께서나를깊음속바다가운데던

지셨으므로큰물이나를둘렀고주의파도와큰물결

이다내위에넘쳤나이다 4내가말하기를내가주의

목전에서쫓겨났을지라도다시주의성전을바라보겠

다하였나이다 5물이나를둘렀으되영혼까지하였사

오며깊음이나를에웠고바다풀이내머리를쌌나이

다 6내가산의뿌리까지내려갔사오며땅이그빗장으

로나를오래도록막았사오나나의하나님여호와여

주께서내생명을구덩이에서건지셨나이다 7내영혼

이내속에서피곤할때에내가여호와를생각하였삽

더니내기도가주께이르렀사오며주의성전에미쳤

나이다 8무릇거짓되고헛된것을숭상하는자는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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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베푸신은혜를버렸사오나 9나는감사하는목소

리로주께제사를드리며나의서원을주께갚겠나이

다구원은여호와께로서말미암나이다하니라 10여호

와께서물고기에게명하시매요나를육지에토하니라

3여호와의말씀이두번째요나에게임하니라이르시

되 2일어나저큰성읍니느웨로가서내가네게명한

바를그들에게선포하라하신지라 3요나가여호와의

말씀대로일어나서니느웨로가니라니느웨는극히큰

성읍이므로삼일길이라 4요나가그성에들어가며곧

하룻길을행하며외쳐가로되사십일이지나면니느웨

가무너지리라하였더니 5니느웨백성이하나님을믿

고금식을선포하고무론대소하고굵은베를입은지

라 6그소문이니느웨왕에게들리매왕이보좌에서

일어나조복을벗고굵은베를입고재에앉으니라 7

왕이그대신으로더불어조서를내려니느웨에선포

하여가로되사람이나짐승이나소떼나양떼나아무

것도입에대지말지니곧먹지도말것이요물도마시

지말것이며 8사람이든지짐승이든지다굵은베를

입을것이요힘써여호와께부르짖을것이며각기악

한길과손으로행한강포에서떠날것이라 9하나님이

혹시뜻을돌이키시고그진노를그치사우리로멸망

치않게하시리라그렇지않을줄을누가알겠느냐?한

지라 10하나님이그들의행한것곧그악한길에서돌

이켜떠난것을감찰하시고뜻을돌이키사그들에게

내리리라말씀하신재앙을내리지아니하시니라

4요나가심히싫어하고노하여 2여호와께기도하여

가로되여호와여내가고국에있을때에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아니하였나이까그러므로내가빨리다시스

로도망하였사오니주께서는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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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며, 노하기를더디하시며, 인애가크시사뜻을돌이

켜재앙을내리지아니하시는하나님이신줄을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여호와여원컨대이제내생명을취

하소서사는것보다죽는것이내게나음이니이다 4여

호와께서이르시되너의성냄이어찌합당하냐?하시

니라 5요나가성에서나가서그성동편에앉되거기

서자기를위하여초막을짓고그그늘아래앉아서성

읍이어떻게되는것을보려하니라 6하나님여호와께

서박넝쿨을준비하사요나위에가리우게하셨으니

이는그머리를위하여그늘이지게하며그괴로움을

면케하려하심이었더라요나가박넝쿨을인하여심히

기뻐하였더니 7하나님이벌레를준비하사이튿날새

벽에그박넝쿨을씹게하시매곧시드니라 8해가뜰

때에하나님이뜨거운동풍을준비하셨고해는요나의

머리에쬐매요나가혼곤하여스스로죽기를구하여

가로되사는것보다죽는것이내게나으니이다 9하나

님이요나에게이르시되네가이박넝쿨로인하여성

냄이어찌합당하냐?그가대답하되내가성내어죽기

까지할지라도합당하니이다 10여호와께서가라사대

네가수고도아니하였고배양도아니하였고하룻밤에

났다가하룻밤에망한이박넝쿨을네가아꼈거든 11

하물며이큰성읍니느웨에는좌우를분변치못하는

자가십이만여명이요육축도많이있나니내가아끼

는것이어찌합당치아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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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1유다열왕요담과아하스와히스기야시대에모레셋

사람미가에게임한여호와의말씀곧사마리아와예

루살렘에관한묵시라 2백성들아너희는다들을지어

다땅과거기있는모든것들아자세히들을지어다주

여호와께서너희에게대하여증거하시되곧주께서성

전에서그리하실것이니라 3여호와께서그처소에서

나오시고강림하사땅의높은곳을밟으실것이라 4그

아래서산들이녹고골짜기들이갈라지기를불앞의

밀같고비탈로쏟아지는물같을것이니 5이는다야

곱의허물을인함이요이스라엘족속의죄를인함이라

야곱의허물이무엇이뇨사마리아가아니뇨유다의산

당이무엇이뇨예루살렘이아니뇨 6이러므로내가사

마리아로들의무더기같게하고포도심을동산같게

하며또그돌들을골짜기에쏟아내리고그지대를드

러내며 7그새긴우상을다파쇄하고그음행의값을

다불사르며그목상을다훼파하리니그가기생의값

으로모았은즉그것이기생의값으로돌아가리라 8이

러므로내가애통하며애곡하고벌거벗은몸으로행하

며들개같이애곡하고타조같이애통하리니 9이는그

상처는고칠수없고그것이유다까지도이르고내백

성의성문곧예루살렘에도미쳤음이니라 10가드에고

하지말며도무지호곡하지말지어다베들레아브라에

서티끌에굴찌어다 11사빌거민아너는벗은몸에수

치를무릅쓰고나갈지어다사아난거민은나오지못하

고벧에셀이애곡하여너희로의지할곳이없게하리

라 12마롯거민이근심중에복을바라니이는재앙이

여호와께로말미암아예루살렘성문에임함이니라 13

라기스거민아너는준마에병거를메울지어다라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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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딸시온의죄의근본이니이는이스라엘의허물이

네게서보였음이니라 14이러므로너는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예물을줄지어다악십의집들이이스라엘열

왕을속이리라 15마레사거민아내가장차너를얻을

자로네게임하게하리니이스라엘의영광이아둘람까

지이를것이라 16너는네기뻐하는자식으로인하여

네머리털을깎아대머리같게할지어다네머리로크

게무여지게하기를독수리같게할지어다이는그들

이사로잡혀너를떠났음이니라

2침상에서악을꾀하며간사를경영하고날이밝으면

그손에힘이있으므로그것을행하는자는화있을진

저! 2밭들을탐하여빼앗고집들을탐하여취하니그

들이사람과그집사람과그산업을학대하도다 3그

러므로여호와의말씀에내가이족속에게재앙내리

기를계획하나니너희의목이이에서벗어나지못할

것이요또한교만히다니지못할것이라이는재앙의

때임이니라하셨느니라 4그때에너희에게대하여풍

사를지으며슬픈애가를불러이르기를우리가온전

히망하게되었도다그가내백성의산업을옮겨내게

서떠나게하시며우리밭을나누어패역자에게주시

는도다하리니 5그러므로여호와의회중에서제비를

뽑고줄을띨자가너희중에하나도없으리라 6그들

이말하기를너희는예언하지말라이것은예언할것

이아니어늘욕하는말을그치지아니한다하는도다 7

너희야곱의족속아어찌이르기를여호와의신이편

급하시다하겠느냐그의행위가이러하시다하겠느냐

나의말이행위정직한자에게유익되지아니하냐 8근

래에내백성이대적같이일어나서전쟁을피하여평

안히지나가는자들의의복중겉옷을벗기며 9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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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부녀들을너희가그즐거운집에서쫓아내고그

어린자녀에게서나의영광을영영히빼앗는도다 10이

것이너희의쉴곳이아니니일어나떠날지어다이는

그것이이미더러워졌음이라그런즉반드시멸하리니

그멸망이크리라 11사람이만일허망히행하며거짓

말로이르기를내가포도주와독주에대하여네게예

언하리라할것같으면그사람이이백성의선지자가

되리로다 12야곱아내가정녕히너희무리를다모으

며내가정녕히이스라엘의남은자를모으고그들을

한처소에두기를보스라양떼같게하며초장의양떼

같게하리니그들의인수가많으므로소리가크게들

릴것이며 13길을여는자가그들의앞서올라가고그

들은달려서성문에이르러서는그리로좇아나갈것

이며그들의왕이앞서행하며여호와께서선두로행

하시리라

3내가또이르노니야곱의두령들과이스라엘족속의

치리자들아청컨대들으라공의는너희의알것이아

니냐? 2너희가선을미워하고악을좋아하여내백성

의가죽을벗기고그뼈에서살을뜯어 3그들의살을

먹으며그가죽을벗기며그뼈를꺾어다지기를남비

와솥가운데담을고기처럼하는도다 4그때에그들

이여호와께부르짖을지라도응답지아니하시고그들

의행위의악하던대로그들앞에얼굴을가리우시리라

5내백성을유혹하는선지자는이에물면평강을외치

나그입에무엇을채워주지아니하는자에게는전쟁

을준비하는도다이런선지자에대하여여호와께서가

라사대 6그러므로너희가밤을만나리니이상을보지

못할것이요흑암을만나리니점치지못하리라하셨

나니이선지자위에는해가져서낮이캄캄할것이라



미가 1686

7선견자가부끄러워하며술객이수치를당하여다입

술을가리울것은하나님이응답지아니하심이어니와

8오직나는여호와의신으로말미암아권능과공의와

재능으로채움을얻고야곱의허물과이스라엘의죄를

그들에게보이리라 9야곱족속의두령과이스라엘족

속의치리자곧공의를미워하고정직한것을굽게하

는자들아청컨대이말을들을지어다 10시온을피로,

예루살렘을죄악으로건축하는도다 11그두령은뇌물

을위하여재판하며그제사장은삯을위하여교훈하

며그선지자는돈을위하여점치면서오히려여호와

를의뢰하여이르기를여호와께서우리중에계시지

아니하냐재앙이우리에게임하지아니하리라하는도

다 12이러므로너희로인하여시온은밭같이갊을당

하고예루살렘은무더기가되고성전의산은수풀의

높은곳과같게되리라

4말일에이르러는여호와의전의산이산들의꼭대기

에굳게서며작은산들위에뛰어나고민족들이그리

로몰려갈것이라 2곧많은이방이가며이르기를오

라우리가여호와의산에올라가서야곱의하나님의

전에이르자그가그도로우리에게가르치실것이라

우리가그길로행하리라하리니이는율법이시온에

서부터나올것이요여호와의말씀이예루살렘에서부

터나올것임이라 3그가많은민족중에심판하시며

먼곳강한이방을판결하시리니무리가그칼을쳐서

보습을만들고창을쳐서낫을만들것이며이나라와

저나라가다시는칼을들고서로치지아니하며다시

는전쟁을연습하지아니하고 4각사람이자기포도나

무아래와자기무화과나무아래앉을것이라그들을

두렵게할자가없으리니이는만군의여호와의입이



미가 1687

이같이말씀하셨음이니라 5만민이각각자기의신의

이름을빙자하여행하되오직우리는우리하나님여

호와의이름을빙자하여영원히행하리로다 6여호와

께서말씀하시되그날에는내가저는자를모으며쫓

겨난자와내가환난받게한자를모아 7그저는자로

남은백성이되게하며멀리쫓겨났던자로강한나라

가되게하고나여호와가시온산에서이제부터영원

까지그들을치리하리라하셨나니 8너양떼의망대요,

딸시온의산이여! 이전권능곧딸예루살렘의나라가

네게로돌아오리라 9이제네가어찌하여부르짖느냐?

너희중에왕이없어졌고네모사가죽었으므로네가

해산하는여인처럼고통함이냐? 10딸시온이여, 해산

하는여인처럼애써구로하여낳을지어다이제네가

성읍에서나가서들에거하며또바벨론까지이르러

거기구원을얻으리니여호와께서거기서너를너의

원수들의손에서속량하여내리시리라 11이제많은이

방이모여서너를쳐이르기를시온이더럽게되며그

것을우리눈으로바라보기를원하노라하거니와 12그

들이여호와의뜻을알지못하며그모략을깨닫지못

한것이라여호와께서곡식단을타작마당에모음같이

그들을모으셨나니 13딸시온이여,일어나서칠지어다

내가네뿔을철같게하며네굽을놋같게하리니네

가여러백성을쳐서깨뜨릴것이라내가그들의탈취

물을구별하여여호와께드리며그들의재물을온땅

의대주재께돌리리라

5딸군대여, 너는떼를모을지어다그들이우리를에

워쌌으니막대기로이스라엘재판자의뺨을치리로다

2베들레헴에브라다야, 너는유다족속중에작을지라

도이스라엘을다스릴자가네게서내게로나올것이



미가 1688

라그의근본은상고에태초에니라 3그러므로임산한

여인이해산하기까지그들을붙여두시겠고그후에는

그형제남은자가이스라엘자손에게로돌아오리니 4

그가여호와의능력과그하나님여호와의이름의위

엄을의지하고서서그떼에게먹여서그들로안연히

거하게할것이라이제그가창대하여땅끝까지미치

리라 5이사람은우리의평강이될것이라앗수르사

람이우리땅에들어와서우리궁들을밟을때에는우

리가일곱목자와여덟군왕을일으켜그를치리니 6

그들이칼로앗수르땅을황무케하며니므롯땅에들

어와서우리지경을밟을때에는그가우리를그에게

서건져내리라 7야곱의남은자는많은백성중에있

으리니그들은여호와에게로서내리는이슬같고풀

위에내리는단비같아서사람을기다리지아니하며

인생을기다리지아니할것이며 8야곱의남은자는열

국중과여러백성중에있으리니그들은수풀의짐승

중의사자같고양떼중의젊은사자같아서만일지나

간즉밟고찢으리니능히구원할자가없을것이라 9

네손이네대적위에들려서네모든원수를진멸하기

를바라노라 10여호와께서가라사대그날에이르러는

내가너의말을너의중에서멸절하며너의병거를훼

파하며 11너의땅의성읍들을멸하며너의모든견고

한성을무너뜨릴것이며 12내가또복술을너의손에

서끊으리니네게다시는점장이가없게될것이며 13

내가너의새긴우상과주상을너의중에서멸절하리

니네가네손으로만든것을다시는섬기지아니하리

라 14내가또너의아세라목상을너의중에서빼어버

리고너의성읍들을멸할것이며 15내가또진노와분

한으로청종치아니한나라에갚으리라하셨느니라



미가 1689

6너희는여호와의말씀을들을지어다내게이르시기

를너는일어나서산앞에서쟁변하여작은산으로네

목소리를듣게하라하셨나니 2너희산들과땅의견고

한지대들아너희는여호와의쟁변을들으라여호와께

서자기백성과쟁변하시며이스라엘과변론하실것이

라 3이르시기를내백성아내가무엇을네게행하였으

며무엇에너를괴롭게하였느냐너는내게증거하라 4

내가너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어종노릇하는집

에서속량하였고모세와아론과미리암을보내어네

앞에행하게하였었느니라 5내백성아너는모압왕

발락의꾀한것과브올의아들발람이그에게대답한

것을추억하며싯딤에서부터길갈까지의일을추억하

라그리하면나여호와의의롭게행한것을알리라하

실것이니라 6내가무엇을가지고여호와앞에나아가

며높으신하나님께경배할까내가번제물일년된송

아지를가지고그앞에나아갈까 7여호와께서천천의

수양이나만만의강수같은기름을기뻐하실까내허

물을위하여내맏아들을, 내영혼의죄를인하여내몸

의열매를드릴까 8사람아주께서선한것이무엇임을

네게보이셨나니여호와께서네게구하시는것이오직

공의를행하며인자를사랑하며겸손히네하나님과

함께행하는것이아니냐 9여호와께서성읍을향하여

외쳐부르시나니완전한지혜는주의이름을경외함이

니라너희는매를순히받고그것을정하신자를순종

할지니라 10악인의집에오히려불의한재물이있느냐

?축소시킨가증한에바가있느냐? 11내가만일부정한

저울을썼거나주머니에거짓저울추를두었으면깨끗

하겠느냐? 12그부자들은강포가가득하였고그거민

들은거짓을말하니그혀가입에서궤사하도다 13그



미가 1690

러므로나도너를쳐서중히상하게하였으며네죄를

인하여너를적막하게하였나니 14네가먹으나배부르

지못하고속이항상빌것이며네가감추나보존되지

못하겠고보존된것은내가칼에붙일것이며 15네가

씨를뿌리나추수하지못할것이며감람을밟으나기

름을네몸에바르지못할것이며포도를밟으나술을

마시지못하리라 16너희가오므리의율례와아합집의

모든행위를지키고그들의꾀를좇으니이는나로너

희를황무케하며그거민으로사람의치솟거리를만

들게하려함이라너희가내백성의수욕을담당하리

라

7재앙이로다나여, 나는여름실과를딴후와포도를

거둔후같아서먹을송이가없으며내마음에사모하

는처음익은무화과가없도다 2이와같이선인이세

상에서끊쳤고정직자가인간에없도다무리가다피

를흘리려고매복하며각기그물로형제를잡으려하

고 3두손으로악을부지런히행하도다그군장과재

판자는뇌물을구하며대인은마음의악한사욕을발

하며서로연락을취하니 4그들의가장선한자라도

가시같고가장정직한자라도찔레울타리보다더하

도다그들의파숫군들의날곧그들의형벌의날이임

하였으니이제는그들이요란하리로다 5너희는이웃

을믿지말며친구를의지하지말며네품에누운여인

에게라도네입의문을지킬지어다 6아들이아비를멸

시하며딸이어미를대적하며며느리가시어미를대적

하리니사람의원수가곧자기의집안사람이로다 7오

직나는여호와를우러러보며나를구원하시는하나님

을바라보나니하나님이나를들으시리로다 8나의대

적이여나로인하여기뻐하지말지어다나는엎드러질



미가 1691

지라도일어날것이요어두운데앉을지라도여호와께

서나의빛이되실것임이로다 9내가여호와께범죄하

였으니주께서나를위하여심판하사신원하시기까지

는그의노를당하려니와주께서나를인도하사광명

에이르게하시리니내가그의의를보리로다 10나의

대적이이것을보고부끄러워하리니그는전에내게

말하기를네하나님여호와가어디있느냐하던자라

그가거리의진흙같이밟히리니그것을내가목도하

리로다 11네성벽을건축하는날곧그날에는지경이

넓혀질것이라 12그날에는앗수르에서애굽성읍들에

까지애굽에서하수까지이바다에서저바다까지이

산에서저산까지의사람들이네게로돌아올것이나

13그땅은그거민의행위의열매로인하여황무하리

로다 14원컨대주는주의지팡이로주의백성곧갈멜

속삼림에홀로거하는주의기업의떼를먹이시되그

들을옛날같이바산과길르앗에서먹이옵소서 15가라

사대네가애굽땅에서나오던날과같이내가그들에

게기사를보이리라 16가로되열방이보고자기의세

력을부끄려서손으로그입을막을것이요귀는막힐

것이오며 17그들이뱀처럼티끌을핥으며땅에기는

벌레처럼떨며그좁은구멍에서나와서두려워하며

우리하나님여호와께로돌아와서주로인하여두려워

하리이다 18주와같은신이어디있으리이까주께서는

죄악을사유하시며그기업의남은자의허물을넘기

시며인애를기뻐하심으로노를항상품지아니하시나

이다 19다시우리를긍휼히여기셔서우리의죄악을

발로밟으시고우리의모든죄를깊은바다에던지시

리이다 20주께서옛적에우리열조에게맹세하신대로



미가 1692

야곱에게성실을베푸시며아브라함에게인애를더하

시리이다



나훔 1693

나훔
1니느웨에대한중한경고곧엘고스사람나훔의묵

시의글이라 2여호와는투기하시며보복하시는하나

님이시니라여호와는보복하시며자기를대적하는자

에게진노를품으시며 3여호와는노하기를더디하시

며권능이크시며죄인을결코사하지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길은회리바람과광풍에있고구름은그발

의티끌이로다 4그는바다를꾸짖어그것을말리우시

며모든강을말리우시나니바산과갈멜이쇠하며레

바논의꽃이이우는도다 5그로인하여산들이진동하

며작은산들이녹고그의앞에서는땅곧세계와그가

운데거하는자들이솟아오르는도다 6누가능히그

분노하신앞에서며누가능히그진노를감당하랴그

진노를불처럼쏟으시니그를인하여바위들이깨어지

는도다 7여호와는선하시며환난날에산성이시라그

는자기에게의뢰하는자들을아시느니라 8그가범람

한물로그곳을진멸하시고자기대적들을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9너희가여호와를대하여무엇을꾀하

느냐?그가온전히멸하시리니재난이다시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0가시덤불같이엉크러졌고술을마신것

같이취한그들이마른지푸라기같이다탈것이어늘

11여호와께악을꾀하는한사람이너희중에서나와서

사특한것을권하는도다 12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

그들이비록강장하고중다할지라도반드시멸절을당

하리니그가없어지리라내가전에는너를괴롭게하였

으나다시는너를괴롭게하지아니할것이라 13이제

네게지운그의멍에를내가깨뜨리고너의결박을끊

으리라 14나여호와가네게대하여명하였나니네이

름이다시는전파되지않을것이라내가네신들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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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새긴우상과부은우상을멸절하며네무덤을예

비하리니이는네가비루함이니라 15볼지어다아름다

운소식을보하고화평을전하는자의발이산위에있

도다유다야네절기를지키고네서원을갚을지어다

악인이진멸되었으니그가다시는네가운데로통행하

지아니하리로다

2파괴하는자가너를치러올라왔나니너는산성을

지키며길을파수하며네허리를견고히묶고네힘을

크게굳게할지어다! 2여호와께서야곱의영광을회복

하시되이스라엘의영광같게하시나니이는약탈자들

이약탈하였고또그포도나무가지를없이하였음이라

3그의용사들의방패는붉고그의무사들의옷도붉으

며그항오를벌이는날에병거의철이번쩍이고노송

나무창이요동하는도다 4그병거는거리에미치게달

리며대로에서이리저리빨리가니그모양이횃불같

고빠르기번개같도다 5그가그존귀한자를생각해

내니그들이엎드러질듯이달려서급히성에이르러

막을것을예비하도다 6강들의수문이열리고왕궁이

소멸되며 7정명대로왕후가벌거벗은몸으로끌려가

며그모든시녀가가슴을치며비둘기같이슬피우는

도다 8니느웨는예로부터물이모인못같더니이제

모두도망하니서라서라하나돌아보는자가없도다

9은을노략하라금을늑탈하라그저축한것이무한하

고아름다운기구가풍부함이니라 10니느웨가공허하

였고황무하였도다거민이낙담하여그무릎이서로

부딪히며모든허리가아프게되며모든낯이빛을잃

도다 11이제사자의굴이어디뇨? 젊은사자의먹는곳

이어디뇨?전에는수사자암사자가그새끼사자와함

께거기서다니되그것들을두렵게할자가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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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수사자가그새끼를위하여식물을충분히찢고그

암사자를위하여무엇을움켜서는취한것으로그굴

에채웠고찢은것으로그구멍에채웠었도다 13만군

의여호와의말씀에내가네대적이되어너의병거들

을살라연기가되게하고너의젊은사자들을칼로멸

할것이며내가또너의노략한것을땅에서끊으리니

너의파견자의목소리가다시는들리지아니하리라하

셨느니라

3화있을진저! 피성이여, 그속에서는궤휼과강포가

가득하며늑탈이떠나지아니하는도다 2휙휙하는채

찍소리,굉굉하는병거바퀴소리,뛰는말,달리는병

거, 3충돌하는기병, 번쩍이는칼, 번개같은창, 살륙

당한떼,큰무더기주검,무수한시체여사람이그시

체에걸려넘어지니 4이는마술의주인된아리따운기

생이음행을많이함을인함이라그가그음행으로열

국을미혹하고그마술로여러족속을미혹하느니라 5

만군의여호와의말씀에내가네대적이되어서네치

마를걷어쳐네얼굴에이르게하고네벌거벗은것을

열국에보이며네부끄러운곳을열방에보일것이요 6

내가또가증하고더러운것을네위에던져능욕하여

너로구경거리가되게하리니 7그때에너를보는자

가다네게서도망하며이르기를니느웨가황무하였도

다누가위하여애곡하며내가어디서너를위로할자

를구하리요하리라하시도다 8네가어찌노아몬보다

낫겠느냐?그는강들사이에있으므로물이둘렸으니

바다가성루가되었고바다가성벽이되었으며 9구스

와애굽이그힘이되어한이없었고붓과루빔이그의

돕는자가되었으나 10그가포로가되어사로잡혀갔

고그어린아이들은길모퉁이모퉁이에메어침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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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부숴졌으며그존귀한자들은제비뽑혀나뉘었

고그모든대인은사슬에결박되었나니 11너도취한

바되어숨으리라너도대적을인하여피난처를찾아

보리라 12너의모든산성은무화과나무의처음익은

열매가흔들기만하면먹는자의입에떨어짐과같으

리라 13너의중장정들은여인같고너의땅의성문들

은너의대적앞에넓게열리고빗장들은불에타도다

14너는물을길어에워싸일것을예비하며너의산성

들을견고케하며진흙에들어가서흙을밟아벽돌가

마를수리하라 15거기서불이너를삼키며칼이너를

베기를늣의먹는것같이하리라네가늣같이스스로

많게할지어다네가메뚜기같이스스로많게할지어

다 16네가네상고를하늘의별보다많게하였으나황

충이날개를펴서날아감과같고 17너의방백은메뚜

기같고너의대장은큰메뚜기떼가추운날에는울타

리에깃들였다가해가뜨면날아감과같으니그있는

곳을알수없도다 18앗수르왕이여네목자가자고네

귀족은누워쉬며네백성은산들에흩어지나그들을

모을사람이없도다 19너의다친것은고칠수없고네

상처는중하도다네소식을듣는자가다너를인하여

손뼉을치나니이는네악행을늘받지않은자가없음

이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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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국
1선지자하박국의묵시로받은경고라 2여호와여! 내

가부르짖어도주께서듣지아니하시니어느때까지리

이까?내가강포를인하여외쳐도주께서구원치아니

하시나이다 3어찌하여나로간악을보게하시며패역

을목도하게하시나이까?대저겁탈과강포가내앞에

있고변론과분쟁이일어났나이다 4이러므로율법이

해이하고공의가아주시행되지못하오니이는악인이

의인을에워쌌으므로공의가굽게행함이니이다 5여

호와께서가라사대너희는열국을보고또보고놀라

고또놀랄지어다너희생전에내가한일을행할것이

라혹이너희에게고할지라도너희가믿지아니하리라

6보라, 내가사납고성급한백성곧땅의넓은곳으로

다니며자기의소유아닌거할곳들을점령하는갈대

아사람을일으켰나니 7그들은두렵고무서우며심판

과위령이자기로말미암으며 8그말은표범보다빠르

고저녁이리보다사나우며그기병은원방에서부터

빨리달려오는기병이라마치식물을움키려하는독수

리의날음과같으니라 9그들은다강포를행하러오는

데앞을향하여나아가며사람을사로잡아모으기를

모래같이많이할것이요 10열왕을멸시하며방백을

치소하며모든견고한성을비웃고흉벽을쌓아그것

을취할것이라 11그들은그힘으로자기신을삼는자

라이에바람같이급히몰아지나치게행하여득죄하

리라 12선지자가가로되여호와나의하나님나의거

룩한자시여주께서는만세전부터계시지아니하시니

이까? 우리가사망에이르지아니하리이다여호와여!

주께서심판하기위하여그를두셨나이다반석이시여!

주께서경계하기위하여그를세우셨나이다 13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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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눈이정결하시므로악을참아보지못하시며패역

을참아보지못하시거늘어찌하여궤휼한자들을방

관하시며악인이자기보다의로운사람을삼키되잠잠

하시나이까? 14주께서어찌하여사람으로바다의어

족같게하시며주권자없는곤충같게하시나이까? 15

그가낚시로모두취하며그물로잡으며초망으로모

으고인하여기뻐하고즐거워하여 16그물에제사하며

초망앞에분향하오니이는그것을힘입어소득이풍

부하고식물이풍성케됨이니이다 17그가그물을떨고

는연하여늘열국을살륙함이옳으니이까?

2내가내파수하는곳에서며성루에서리라그가내

게무엇이라말씀하실는지기다리고바라보며나의질

문에대하여어떻게대답하실는지보리라그리하였더

니 2여호와께서내게대답하여가라사대너는이묵시

를기록하여판에명백히새기되달려가면서도읽을

수있게하라 3이묵시는정한때가있나니그종말이

속히이르겠고결코거짓되지아니하리라비록더딜지

라도기다리라지체되지않고정녕응하리라 4보라,

그의마음은교만하며그의속에서정직하지못하니라

그러나의인은그믿음으로말미암아살리라! 5그는

술을즐기며궤휼하며교만하여가만히있지아니하고

그욕심을음부처럼넓히며또그는사망같아서족한

줄을모르고자기에게로만국을모으며만민을모으나

니 (Sheol h7585) 6그무리가다속담으로그를평론하며

조롱하는시로그를풍자하지않겠느냐?곧이르기를

화있을진저! 자기소유아닌것을모으는자여! 언제까

지이르겠느냐?볼모잡은것으로무겁게짐진자여! 7

너를물자들이홀연히일어나지않겠느냐네가그들

에게노략을당하지않겠느냐? 8네가여러나라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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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였으므로그모든민족의남은자가너를노략하

리니이는네가사람의피를흘렸음이요또땅에성읍

에그안의모든거민에게강포를행하였음이니라하

리라 9재앙을피하기위하여높은데깃들이려하며자

기집을위하여불의의이를취하는자에게화있을찐

저! 10네가여러민족을멸한것이네집에욕을부르며

너로네영혼에게죄를범하게하는것이되었도다 11

담에서돌이부르짖고집에서들보가응답하리라 12피

로읍을건설하며불의로성을건축하는자에게화있

을진저! 13민족들이불탈것으로수고하는것과열국

이헛된일로곤비하게되는것이만군의여호와께로

서말미암음이아니냐? 14대저물이바다를덮음같이

여호와의영광을인정하는것이세상에가득하리라 15

이웃에게술을마시우되자기의분노를더하여그로

취케하고그하체를드러내려하는자에게화있을진

저! 16네게영광이아니요수치가가득한즉너도마시

고너의할례아니한것을드러내라여호와의오른손

의잔이네게로돌아올것이라더러운욕이네영광을

가리우리라 17대저네가레바논에강포를행한것과

짐승을두렵게하여잔해한것곧사람의피를흘리며

땅과성읍과그모든거민에게강포를행한것이네게

로돌아오리라 18새긴우상은그새겨만든자에게무

엇이유익하겠느냐?부어만든우상은거짓스승이라

만든자가이말하지못하는우상을의지하니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나무더러깨라하며말하지못하는

돌더러일어나라하는자에게화있을진저! 그이는금

과은으로입힌것인즉그속에는생기가도무지없느

니라 20오직여호와는그성전에계시니온천하는그

앞에서잠잠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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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기오놋에맞춘바선지자하박국의기도라 2여호

와여!내가주께대한소문을듣고놀랐나이다여호와

여! 주는주의일을이수년내에부흥케하옵소서! 이

수년내에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긍휼을잊

지마옵소서! 3하나님이데만에서부터오시며거룩한

자가바란산에서부터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하늘

을덮었고그찬송이세계에가득하도다 4그광명이

햇빛같고광선이그손에서나오니그권능이그속에

감취었도다 5온역이그앞에서행하며불덩이가그발

밑에서나오도다 6그가서신즉땅이진동하며그가보

신즉열국이전률하며영원한산이무너지며무궁한

작은산이엎드러지나니그행하심이예로부터그러하

시도다 7내가본즉구산의장막이환난을당하고미디

안땅의휘장이흔들리도다 8여호와여! 주께서말을

타시며구원의병거를모시오니하수를분히여기심이

니이까? 강을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대하여성

내심이니이까? 9주께서활을꺼내시고살을바로발하

셨나이다 (셀라)주께서하수들로땅을쪼개셨나이다

10산들이주를보고흔들리며창수가넘치고바다가

소리를지르며손을높이들었나이다 11주의날으는

살의빛과주의번쩍이는창의광채로인하여해와달

이그처소에멈추었나이다 12주께서노를발하사땅

에돌리셨으며분을내사열국을밟으셨나이다 13주께

서주의백성을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자를구원하

시려고나오사악인의집머리를치시며그기초를끝

까지드러내셨나이다 (셀라) 14그들이회리바람처럼

이르러나를흩으려하며가만히가난한자삼키기를

즐거워하나오직주께서그들의전사의머리를그들의

창으로찌르셨나이다 15주께서말을타시고바다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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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물의파도를밟으셨나이다 16내가들었으므로내

창자가흔들렸고그목소리로인하여내입술이떨렸

도다무리가우리를치러올라오는환난날을내가기

다리므로내뼈에썩이는것이들어왔으며내몸은내

처소에서떨리는도다 17비록무화과나무가무성치못

하며,포도나무에열매가없으며,감람나무에소출이

없으며, 밭에식물이없으며, 우리에양이없으며, 외양

간에소가없을지라도 18나는여호와를인하여즐거워

하며나의구원의하나님을인하여기뻐하리로다! 19

주여호와는나의힘이시라! 나의발을사슴과같게하

사나로나의높은곳에다니게하시리로다이노래는

영장을위하여내수금에맞춘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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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냐
1아몬의아들유다왕요시아의시대에스바냐에게

임한여호와의말씀이라스바냐는히스기야의현손이

요아마랴의증손이요그다랴의손자요구시의아들이

었더라 2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지면에서모든것

을진멸하리라 3내가사람과짐승을진멸하고공중의

새와바다의고기와거치게하는것과악인들을아울러

진멸할것이라내가사람을지면에서멸절하리라나

여호와의말이니라 4내가유다와예루살렘모든거민

위에손을펴서바알의남아있는것을그곳에서멸절

하며그마림이란이름과및그제사장들을아울러멸

절하며 5무릇지붕에서하늘의일월성신에게경배하

며여호와께맹세하면서말감을가리켜맹세하는자와

6여호와를배반하고좇지아니한자와여호와를찾지

도아니하며구하지도아니한자를멸절하리라 7주여

호와앞에서잠잠할지어다! 이는여호와의날이가까

왔으므로여호와가희생을준비하고그청할자를구

별하였음이니라 8여호와의희생의날에내가방백들

과왕자들과이방의의복을입은자들을벌할것이며 9

그날에문턱을뛰어넘어서강포와궤휼로자기주인

의집에채운자들을내가벌하리라 10나여호와가말

하노라그날에어문에서는곡성이, 제이구역에서는

부르짖은소리가일어나리라 11막데스거민들아너희

는애곡하라가나안백성이다패망하고은을수운하

는자가끊어졌음이니라 12그때에내가등불로예루

살렘에두루찾아무릇찌끼같이가라앉아서심중에

스스로이르기를여호와께서는복도내리지아니하시

며화도내리지아니하시리라하는자를벌하리니 13

그들의재물이노략되며그들의집이황무할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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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집을건축하나거기거하지못하며포도원을

심으나그포도주를마시지못하리라 14여호와의큰

날이가깝도다가깝고도심히빠르도다여호와의날의

소리로다용사가거기서심히애곡하는도다 15그날은

분노의날이요, 환난과고통의날이요, 황무와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어두운날이요, 구름과흑암의날이

요, 16나팔을불어경고하며견고한성읍을치며높은

망대를치는날이로다 17내가사람들에게고난을내려

소경같이행하게하리니이는그들이나여호와께범

죄하였음이라또그들의피는흘리워서티끌같이되며

그들의살은분토같이될지라 18그들의은과금이여

호와의분노의날에능히그들을건지지못할것이며

이온땅이여호와의질투의불에삼키우리니이는여

호와가이땅모든거민을놀라게멸절할것임이니라

2수치를모르는백성아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명

령이시행되기전,광음이겨같이날아지나가기전,

여호와의진노가너희에게임하기전,여호와의분노

의날이너희에게이르기전에그러할지어다 3여호와

의규례를지키는세상의모든겸손한자들아!너희는

여호와를찾으며공의와겸손을구하라너희가혹시

여호와의분노의날에숨김을얻으리라 4가사가버리

우며아스글론이황폐되며아스돗이백주에쫓겨나며

에그론이뽑히우리라 5해변거민그렛족속에게화있

을진저!블레셋사람의땅가나안아여호와의말이너

희를치나니내가너를멸하여거민이없게하리라 6

해변은초장이되어목자의움과양떼의우리가거기

있을것이며 7그지경은유다족속의남은자에게로

돌아갈찌라그들이거기서양떼를먹이고저녁에는아

스글론집들에누우리니이는그들의하나님여호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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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권고하여그사로잡힘을돌이킬것임이니라 8

내가모압의훼방과암몬자손의후욕을들었나니그

들이내백성을훼방하고스스로커서그경계를침범

하였느니라 9그러므로만군의여호와이스라엘의하

나님이말하노라내가나의삶을두고맹세하노니장

차모압은소돔같으며암몬자손은고모라같을것이

라찔레가나며소금구덩이가되어영원히황무하리

니나의끼친백성이그들을노략하며나의남은국민

이그것을기업으로얻을것이라 10그들이이런일을

당할것은교만하여스스로커서만군의여호와의백

성을훼방함이니라 11여호와가그들에게두렵게되어

서세상의모든신을쇠진케하리니이방의모든해변

사람들이각각자기처소에서여호와께경배하리라 12

구스사람아너희도내칼에살륙을당하리라 13여호

와가북방을향하여손을펴서앗수르를멸하며니느

웨로황무케하여사막같이메마르게하리니 14각양

짐승이그가운데떼로누울것이며창에서울것이며

문턱이적막하리니백향목으로지은것이벗겨졌음이

라 15이는기쁜성이라염려없이거하며심중에이르

기를오직나만있고나외에는다른이가없다하더니

어찌이같이황무하여들짐승의엎드릴곳이되었는고

지나가는자마다치소하여손을흔들리로다

3패역하고더러운곳, 포학한그성읍이화있을진저!

2그가명령을듣지아니하며교훈을받지아니하며여

호와를의뢰하지아니하며자기하나님에게가까이나

아가지아니하였도다 3그가운데방백들은부르짖는

사자요그재판장들은이튿날까지남겨두는것이없

는저녁이리요 4그선지자들은위인이경솔하고간사

한자요그제사장들은성소를더럽히고율법을범하



스바냐 1705

였도다 5그중에거하신여호와는의로우사불의를행

치아니하시고아침마다간단없이자기의공의를나

타내시거늘불의한자는수치를알지못하는도다 6내

가열국을끊어버렸으므로그망대가황무하였고내

가그거리를비게하여지나는자가없게하였으므로

그모든성읍이황폐되며사람이없으며거할자가없

게되었느니라 7내가이르기를너는오직나를경외하

고교훈을받으라!그리하면내가형벌을내리기로정

하기는하였거니와너의거처가끊어지지아니하리라

하였으나그들이부지런히그모든행위를더럽게하

였느니라 8나여호와가말하노라그러므로내가일어

나벌할날까지너희는나를기다리라내가뜻을정하

고나의분한과모든진노를쏟으려고나라들을소집

하며열국을모으리라온땅이나의질투의불에소멸

되리라 9그때에내가열방의입술을깨끗케하여그

들로다나여호와의이름을부르며일심으로섬기게

하리니 10내게구하는백성들곧내가흩은자의딸이

구스하수건너편에서부터예물을가지고와서내게

드릴지라 11그날에네가내게범죄한모든행위를인

하여수치를당하지아니할것은그때에내가너의중

에서교만하여자랑하는자를제하여너로나의성산

에서다시는교만하지않게할것임이니라 12내가곤고

하고가난한백성을너의중에남겨두리니그들이여

호와의이름을의탁하여보호를받을지라 13이스라엘

의남은자는악을행치아니하며거짓을말하지아니

하며입에궤휼한혀가없으며누우나놀라게할자가

없으리라 14시온의딸아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기

쁘게부를지어다! 예루살렘딸아전심으로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여호와가너의형벌을제하였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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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를쫓아내었으며이스라엘왕여호와가너의

중에있으니네가다시는화를당할까두려워하지아

니할것이라 16그날에사람이예루살렘에게이르기를

두려워하지말라! 시온아네손을늘어뜨리지말라! 17

너의하나님여호와가너의가운데계시니그는구원

을베푸실전능자시라그가너로인하여기쁨을이기

지못하여하시며너를잠잠히사랑하시며너로인하

여즐거이부르며기뻐하시리라하리라 18내가대회로

인하여근심하는자를모으리니그들은네게속한자

라너의치욕이그들에게무거운짐이되었느니라 19

그때에내가너를괴롭게하는자를다벌하고저는자

를구원하며쫓겨난자를모으며온세상에서수욕받

는자로칭찬과명성을얻게하리라 20내가그때에너

희를이끌고그때에너희를모을찌라내가너희목전

에서너희사로잡힘을돌이킬때에너희로천하만민

중에서명성과칭찬을얻게하리라나여호와의말이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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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
1다리오왕이년유월곧그달초하루에여호와의말

씀이선지자학개로말미암아스알디엘의아들유다

총독스룹바벨과여호사닥의아들대제사장여호수아

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만군의여호와가말하여이

르노라이백성이말하기를여호와의전을건축할시

기가이르지아니하였다하느니라 3여호와의말씀이

선지자학개에게임하여가라사대 4이전이황무하였

거늘너희가이떼에판벽한집에거하는것이가하냐

5그러므로이제나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니너희는

자기의소위를살펴볼지니라 6너희가많이뿌릴지라

도수입이적으며먹을지라도배부르지못하며마실지

라도흡족하지못하며입어도따뜻하지못하며일군이

삯을받아도그것을구멍뚫어진전대에넣음이되느

니라 7나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니너희는자기의소

위를살펴볼지니라 8너희는산에올라가서나무를가

져다가전을건축하라!그리하면내가그로인하여기

뻐하고또영광을얻으리라나여호와가말하였느니라

9너희가많은것을바랐으나도리어적었고너희가그

것을집으로가져갔으나내가불어버렸느니라나만

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이것이무슨연고뇨내집은

황무하였으되너희는각각자기의집에빨랐음이니라

10그러므로너희로인하여하늘은이슬을그쳤고땅은

산물을그쳤으며 11내가한재를불러이땅에, 산에, 곡

물에,새포도주에,기름에,땅의모든소산에,사람에

게, 육축에게, 손으로수고하는모든일에임하게하였

느니라 12스알디엘의아들스룹바벨과여호사닥의아

들대제사장여호수아와남은바모든백성이그하나

님여호와의목소리와선지자학개의말을청종하였으



학개 1708

니이는그들의하나님여호와께서그를보내셨음을

인함이라백성이다여호와를경외하매 13때에여호와

의사자학개가여호와의명을의지하여백성에게고

하여가로되나여호와가말하노니내가너희와함께

하노라하셨느니라하니라 14여호와께서스알디엘의

아들유다총독스룹바벨의마음과여호사닥의아들

대제사장여호수아의마음과남은바모든백성의마음

을흥분시키시매그들이와서만군의여호와그들의

하나님의전역사를하였으니 15때는다리오왕이년

유월이십사일이었더라

2칠월곧그달이십일일에여호와의말씀이선지자

학개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너는스알디엘의아들

유다총독스룹바벨과여호사닥의아들대제사장여호

수아와남은백성에게고하여이르라 3너희중에남아

있는자곧이전의이전영광을본자가누구냐? 이제

이것이너희에게어떻게보이느냐?이것이너희눈에

보잘것이없지아니하냐? 4그러나여호와가이르노라

스룹바벨아스스로굳세게할지어다! 여호사닥의아들

대제사장여호수아야스스로굳세게할지어다! 나여

호와의말이니라이땅모든백성아스스로굳세게하

여일할지어다! 내가너희와함께하노라! 만군의여호

와의말이니라 5너희가애굽에서나올때에내가너희

와언약한말과나의신이오히려너희중에머물러있

나니너희는두려워하지말지어다! 6나만군의여호와

가말하노라조금있으면내가하늘과땅과바다와육

지를진동시킬것이요 7또한만국을진동시킬것이며

만국의보배가이르리니내가영광으로이전에충만

케하리라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8은도내것이요

, 금도내것이니라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9이전



학개 1709

의나중영광이이전영광보다크리라만군의여호와

의말이니라내가이곳에평강을주리라만군의여호

와의말이니라 10다리오왕이년구월이십사일에여

호와의말씀이선지자학개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11

나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니너는제사장에게율법에

대하여물어이르기를 12사람이옷자락에거룩한고기

를쌌는데그옷자락이만일떡에나국에나포도주에

나기름에나다른식물에닿았으면그것이성물이되

겠느냐하라학개가물으매제사장들이대답하여가로

되 `아니니라' 13학개가가로되시체를만져서부정하

여진자가만일그것들중에하나를만지면그것이부

정하겠느냐?제사장들이대답하여가로되부정하겠느

니라 14이에학개가대답하여가로되여호와의말씀에

내앞에서이백성이그러하고이나라가그러하고그

손의모든일도그러하고그들이거기서드리는것도

부정하니라 15이제청컨대너희는오늘부터이전곧

여호와의전에돌이돌위에첩놓이지않았던때를추

억하라 16그때에는이십석곡식더미에이른즉십석

뿐이었고포도즙틀에오십그릇을길으려이른즉이

십그릇뿐이었었느니라 17나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

라내가너희손으로지은모든일에폭풍과곰팡과우

박으로쳤으나너희가내게로돌이키지아니하였었느

니라 18너희는오늘부터이전을추억하여보라구월

이십사일곧여호와의전지대를쌓던날부터추억하

여보라 19곡식종자가오히려창고에있느냐? 포도나

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열매가맺지못

하였었느니라그러나오늘부터는내가너희에게복을

주리라! 20그달이십사일에여호와의말씀이다시학

개에게임하니라가라사대 21너는유다총독스룹바벨



학개 1710

에게고하여이르라내가하늘과땅을진동시킬것이

요 22열국의보좌를엎을것이요열방의세력을멸할

것이요그병거들과그탄자를엎드러뜨리리니말과

그탄자가각각그동무의칼에엎드러지리라 23나만

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에내가너를취하고너

로인을삼으리니이는내가너를택하였음이니라만

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스가랴 1711

스가랴
1다리오왕이년팔월에여호와의말씀이잇도의손

자베레갸의아들선지자스가랴에게임하니라가라사

대 2나여호와가무리의열조에게심히진노하였느니

라 3그러므로너는무리에게고하기를만군의여호와

께서이처럼이르시되너희는내게로돌아오라나만

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그리하면내가너희에게로돌

아가리라나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4너희열조를

본받지말라옛적선지자들이그들에게외쳐가로되

만군의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너희가악한길,악

한행실을떠나서돌아오라하셨다하나그들이듣지

않고내게귀를기울이지아니하였느니라나여호와의

말이니라 5너희열조가어디있느냐?선지자들이영원

히살겠느냐? 6내가종선지자들에게명한내말과내

전례들이어찌네열조에게임하지아니하였느냐?그

러므로그들이돌쳐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께서우리

길대로우리행위대로우리에게행하시려고뜻하신것

을우리에게행하셨도다하였다하셨느니라하라 7다

리오왕이년십일월곧스밧월이십사일에잇도의손

자베레갸의아들선지자스가랴에게여호와의말씀이

임하여이르시니라 8내가밤에보니사람이홍마를타

고골짜기속화석류나무사이에섰고그뒤에는홍마

와, 자마와, 백마가있기로 9내가가로되내주여, 이들

이무엇이니이까?내게말하는천사가내게이르되이

들이무엇인지내가네게보이리라하매 10화석류나무

사이에선자가대답하여가로되이는여호와께서땅

에두루다니라고보내신자들이니라 11그들이화석류

나무사이에선여호와의사자에게고하되우리가땅

에두루다녀보니온땅이평안하여정온하더이다 12



스가랴 1712

여호와의사자가응하여가로되만군의여호와여여호

와께서언제까지예루살렘과유다성읍들을긍휼히여

기지아니하시려나이까?이를노하신지칠십년이되었

나이다하매 13여호와께서내게말하는천사에게선한

말씀,위로하는말씀으로대답하시더라 14내게말하는

천사가내게이르되너는외쳐이르기를만군의여호

와의말씀에내가예루살렘을위하여시온을위하여

크게질투하며 15안일한열국을심히진노하나니나는

조금만노하였거늘그들은힘을내어고난을더하였음

이라 16그러므로여호와가이처럼말하노라내가긍휼

히여기므로예루살렘에돌아왔은즉내집이그가운

데건축되리니예루살렘위에먹줄이치어지리라나

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하셨다하라 17다시외쳐

이르기를만군의여호와의말씀에나의성읍들이넘치

도록다시풍부할것이라여호와가다시시온을안위

하여다시예루살렘을택하리라하셨다하라 18내가

눈을들어본즉네뿔이보이기로 19이에내게말하는

천사에게묻되이들이무엇이니이까? 내게대답하되

이들은유다와이스라엘과예루살렘을헤친뿔이니라

20때에여호와께서공장네명을내게보이시기로 21

내가가로되그들이무엇하러왔나이까?하매대답하

여가라사대그뿔들이유다를헤쳐서사람으로능히

머리를들지못하게하매이공장들이와서그것들을

두렵게하고이전에뿔들을들어유다땅을헤친열국

의뿔을떨어치려하느니라하시더라

2내가또눈을들어본즉한사람이척량줄을그손에

잡았기로 2네가어디로가느냐?물은즉내게대답하되

예루살렘을척량하여그장광을보고자하노라할때

에 3내게말하는천사가나가매다른천사가나와서



스가랴 1713

그를맞으며 4이르되너는달려가서그소년에게고하

여이르기를예루살렘에사람이거하리니그가운데

사람과육축이많으므로그것이성곽없는촌락과같으

리라 5여호와의말씀에네가그사면에서불성곽이

되며그가운데서영광이되리라 6여호와의말씀에내

가너를하늘의사방바람같이흩어지게하였거니와

이제너희는북방땅에서도망할지니라나여호와의

말이니라 7바벨론성에거하는시온아이제너는피할

지니라 8만군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되너희

를노략한열국으로영광을위하여나를보내셨나니

무릇너희를범하는자는그의눈동자를범하는것이

라 9내가손을그들위에움직인즉그들이자기를섬

기던자에게노략거리가되리라하셨나니너희가만군

의여호와께서나를보내신줄알리라 10여호와의말씀

에시온의딸아노래하고기뻐하라이는내가임하여

네가운데거할것임이니라 11그날에많은나라가여

호와께속하여내백성이될것이요나는네가운데거

하리라네가만군의여호와께서나를네게보내신줄

알리라 12여호와께서장차유다를취하여거룩한땅에

서자기소유를삼으시고다시예루살렘을택하시리니

13무릇혈기있는자들이여호와앞에서잠잠할것은

여호와께서그성소에서일어나심이니라하라하더라

3대제사장여호수아는여호와의사자앞에섰고사단

은그의우편에서서그를대적하는것을여호와께서

내게보이시니라 2여호와께서사단에게이르시되사

단아,여호와가너를책망하노라예루살렘을택한여

호와가너를책망하노라이는불에서꺼낸그슬린나

무가아니냐하실때에 3여호수아가더러운옷을입고

천사앞에섰는지라 4여호와께서자기앞에선자들에



스가랴 1714

게명하사그더러운옷을벗기라하시고또여호수아

에게이르시되내가네죄과를제하여버렸으니네게

아름다운옷을입히리라하시기로 5내가말하되정한

관을그머리에씌우소서하매곧정한관을그머리에

씌우며옷을입히고여호와의사자는곁에섰더라 6여

호와의사자가여호수아에게증거하여가로되 7만군

의여호와의말씀에네가만일내도를준행하며내율

례를지키면네가내집을다스릴것이요내뜰을지킬

것이며내가또너로여기섰는자들중에왕래케하리

라 8대제사장여호수아야너와네앞에앉은네동료

들은내말을들을것이니라이들은예표의사람이라

내가내종순을나게하리라 9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

라내가너여호수아앞에세운돌을보라한돌에일곱

눈이있느니라내가새길것을새기며이땅의죄악을

하루에제하리라 10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에

너희가각각포도나무와무화과나무아래서서로초대

하리라하셨느니라

4내게말하던천사가다시와서나를깨우니마치자

는사람이깨우임같더라 2그가내게묻되네가무엇

을보느냐내가대답하되내가보니순금등대가있는

데그꼭대기에주발같은것이있고또그등대에일곱

등잔이있으며그등대꼭대기등잔에는일곱관이있

고 3그등대곁에두감람나무가있는데하나는그주

발우편에있고하나는그좌편에있나이다하고 4내

게말하는천사에게물어가로되내주여이것들이무

엇이니이까? 5내게말하는천사가대답하여가로되네

가이것들이무엇인지알지못하느냐내가대답하되

내주여내가알지못하나이다 6그가내게일러가로

되여호와께서스룹바벨에게하신말씀이이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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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군의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이는힘으로되지아니

하며능으로되지아니하고오직나의신으로되느니

라! 7큰산아네가무엇이냐네가스룹바벨앞에서평

지가되리라그가머릿돌을내어놓을때에무리가외

치기를은총,은총이그에게있을지어다!하리라하셨

고 8여호와의말씀이또내게임하여가라사대 9스룹

바벨의손이이전의지대를놓았은즉그손이또한그

것을마치리라하셨나니만군의여호와께서나를너희

에게보내신줄을네가알리라하셨느니라 10작은일

의날이라고멸시하는자가누구냐?이일곱은온세상

에두루행하는여호와의눈이라다림줄이스룹바벨의

손에있음을보고기뻐하리라 11내가그에게물어가

로되등대좌우의두감람나무는무슨뜻이니이까?하

고 12다시그에게물어가로되금기름을흘려내는두

금관옆에있는이감람나무두가지는무슨뜻이니이

까? 13그가내게대답하여가로되네가이것이무엇인

지알지못하느냐?대답하되내주여알지못하나이다

14가로되이는기름발리운자둘이니온세상의주앞

에모셔섰는자니라하더라

5내가다시눈을든즉날아가는두루마리가보이더라

2그가내게묻되네가무엇을보느냐하기로내가대답

하되날아가는두루마리를보나이다그장이이십규

빗이요,광이십규빗이니라 3그가내게이르되이는

온지면에두루행하는저주라무릇도적질하는자는

그이편글대로끊쳐지고무릇맹세하는자는그저편

글대로끊쳐지리라 4만군의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

가이것을발하였나니도적의집에도들어가며내이

름을가리켜망령되이맹세하는자의집에도들어가서

그집에머무르며그집을그나무와그돌을아울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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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리라하셨느니라 5내게말하던천사가나아와서내

게이르되너는눈을들어나오는이것이무엇인가보

라하기로 6내가묻되이것이무엇이니이까?그가가

로되나오는이것이에바니라또가로되온땅에서그

들의모양이이러하니라 7이에바가운데에는한여인

이앉았느니라하는동시에둥근납한조각이들리더

라 8그가가로되이는악이라하고그여인을에바속

으로던져넣고납조각을에바아구리위에던져덮더

라 9내가또눈을들어본즉두여인이나왔는데학의

날개같은날개가있고그날개에바람이있더라그들

이그에바를천지사이에들었기로 10내가내게말하

는천사에게묻되그들이에바를어디로옮겨가나이

까하매 11내게이르되그들이시날땅으로가서그를

위하여집을지으려함이니라준공되면그가제처소에

머물게되리라하더라

6내가또눈을들어본즉네병거가두산사이에서나

왔는데그산은놋산이더라 2첫째병거는홍마들이,

둘째병거는흑마들이 3세째병거는백마들이,네째

병거는어룽지고건장한말들이메었는지라 4내가내

게말하는천사에게물어가로되내주여이것들이무

엇이니이까 5천사가대답하여가로되이는하늘의네

바람인데온세상의주앞에모셨다가나가는것이라

하더라 6흑마는북편땅으로나가매백마의그뒤를

따르고어룽진말은남편땅으로나가고 7건장한말은

나가서땅에두루다니고자하니그가이르되너희는

여기서나가서땅에두루다니라하매곧땅에두루다

니더라 8그가외쳐내게일러가로되북방으로나간

자들이북방에서내마음을시원케하였느니라하더라

9여호와의말씀이내게임하여이르시되 10사로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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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바벨론에서부터돌아온헬대와도비야와여다야

가스바냐의아들요시아의집에들었나니너는이날

에그집에들어가서그들에게서취하되 11은과금을

취하여면류관을만들어여호사닥의아들대제사장여

호수아의머리에씌우고 12고하여이르기를만군의여

호와께서말씀하시되보라순이라이름하는사람이자

기곳에서돌아나서여호와의전을건축하리라 13그가

여호와의전을건축하고영광도얻고그위에앉아서

다스릴것이요또제사장이자기위에있으리니이두

사이에평화와의논이있으리라하셨다하고 14그면

류관은헬렘과도비야와여다야와스바냐의아들헨을

기념하기위하여여호와의전안에두라하시니라 15

먼데사람이와서여호와의전을건축하리니만국의

여호와께서나를너희에게보내신줄을너희가알리라

너희가만일너희하나님여호와의말씀을청종할진대

이같이되리라

7다리오왕사년구월곧기슬래월사일에여호와의

말씀이스가랴에게임하니라 2때에벧엘사람이사레

셀과레겜멜렉과그종자를보내어여호와께은혜를

구하고 3만군의여호와의전에있는제사장들과선지

자들에게물어가로되우리가여러해동안에행한대

로오월간에울며재계하리이까하매 4만군의여호와

의말씀이내게임하여이르시되 5온땅의백성과제

사장들에게이르라너희가칠십년동안오월과칠월에

금식하고애통하였거니와그금식이나를위하여나를

위하여한것이냐? 6너희의먹으며마심이전혀자기

을위하여먹으며자기를위하여마심이아니냐 7여호

와가이전선지자로외친말을너희가청종할것이아

니냐?그때에는예루살렘과사면읍에백성이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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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통하였고남방과평원에도사람이거하였었느니라

8여호와의말씀이스가랴에게임하여이르시되 9만군

의여호와가이미말하여이르기를너희는진실한재

판을행하며피차에인애와긍휼을베풀며 10과부와

고아와나그네와궁핍한자를압제하지말며남을해

하려하여심중에도모하지말라하였으나 11청종하기

를싫어하며등으로향하며듣지아니하려고귀를막

으며 12그마음을금강석같게하여율법과만군의여

호와가신으로이전선지자를빙자하여전한말을듣

지아니하므로큰노가나만군의여호와께로서나왔

도다 13만군의여호와가말하였었노라내가불러도그

들이듣지아니하였은즉그들이불러도내가듣지아

니하고 14회리바람으로그들을그알지못하던모든

열국에헤치리라한후로이땅이황무하여왕래하는

사람이없었나니이는그들이아름다운땅으로황무하

게하였음이니라하시니라

8만군의여호와의말씀이임하여이르시되 2만군의

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시온을위하여크게질투하며

그를위하여크게분노함으로질투하노라 3나여호와

가말하노라내가시온에돌아왔은즉예루살렘가운데

거하리니예루살렘은진리의성읍이라일컫겠고만군

의여호와의산은성산이라일컫게되리라 4만군의여

호와가말하노라예루살렘길거리에늙은지아비와늙

은지어미가다시앉을것이라다나이많으므로각기

손에지팡이를잡을것이요 5그성읍거리에동남과

동녀가가득하여거기서장난하리라 6만군의여호와

가말하노라이일이그날에남은백성의눈에는기이

하려니와내눈에어찌기이하겠느냐만군의여호와의

말이니라 7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내가내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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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에서부터서방에서부터구원하여내고 8인도하

여다가예루살렘가운데거하게하리니그들은내백

성이되고나는성실과정의로그들의하나님이되리

라 9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만군의여호와의집곧

전을건축하려고그지대를쌓던날에일어난선지자

들의입의말을이때에듣는너희는손을견고히할지

어다! 10그날전에는사람도삯을얻지못하였고짐승

도삯을받지못하였으며사람이대적을인하여출입

에평안치못하였었나니이는내가뭇사람으로서로

치게하였음이어니와 11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니이

제는내가이남은백성을대하기를전일과같이아니

할것인즉 12곧평안한추수를얻을것이라포도나무

가열매를맺으며땅이산물을내며하늘은이슬을내

리리니내가이남은백성으로이모든것을누리게하

리라 13유다족속아, 이스라엘족속아너희가이방가

운데서저주가되었었으나이제는내가너희를구원하

여너희로축복이되게하리니두려워말지니라손을

견고히할지니라! 14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전에

너희열조가나의노를격발할때에내가그들에게재

앙을내리기로뜻하고뉘우치지아니하였었으나 15이

제내가예루살렘과유다족속에게은혜를베풀기로

뜻하였나니너희는두려워말지니라 16너희가행할일

은이러하니라너희는각기이웃으로더불어진실을

말하며너희성문에서진실하고화평한재판을베풀고

17심중에서로해하기를도모하지말며거짓맹세를

좋아하지말라이모든일은나의미워하는것임이니

라나여호와의말이니라 18만군의여호와의말씀이

내게임하여이르시되 19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사

월의금식과, 오월의금식과, 칠월의금식이변하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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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족속에게기쁨과즐거움과희락의절기가되리니

오직너희는진실과화평을사랑할지니라! 20만군의

여호와가말하노라그후에여러백성과많은성읍의

거민이올것이라 21이성읍거민이저성읍에가서이

르기를우리가속히가서만군의여호와를찾고여호

와께은혜를구하자할것이면나도가겠노라하겠으

며 22많은백성과강대한나라들이예루살렘으로와서

만군의여호와를찾고여호와께은혜를구하리라 23만

군의여호와가말하노라그날에는방언이다른열국

백성열명이유다사람하나의옷자락을잡을것이라

곧잡고말하기를하나님이너희와함께하심을들었나

니우리가너희와함께가려하노라하리라하시니라

9여호와의말씀의경고가하드락땅에임하며다메섹

에머물리니세상사람과이스라엘모든지파의눈이

여호와를우러러봄이니라 2그접경된하맛에도임하

겠고두로와시돈은넓은지혜가있으니그들에게도

임하리라 3두로는자기를위하여보장을건축하며은

을티끌같이정금을거리의진흙같이쌓았은즉 4주

께서그를쫓아내시며그의바다권세를치시리니그

가불에삼키울지라 5아스글론이보고무서워하며가

사도심히아파할것이며에그론은그소망이수치가

되므로역시그러하리라가사에는임금이끊칠것이며

아스글론에는거민이없을것이며 6아스돗에는잡족

이거하리라내가블레셋사람의교만을끊고 7그입

에서그피를그잇사이에서그가증한것을제하리니

그도남아서우리하나님께로돌아와서유다의한두

목같이되겠고에그론은여부스사람같이되리라 8

내가내집을둘러진을쳐서적군을막아거기왕래하

지못하게할것이라포학한자가다시는그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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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못하리니이는내가눈으로친히봄이니라 9시

온의딸아크게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딸아즐거

이부를지어다! 보라네왕이네게임하나니그는공의

로우며구원을베풀며겸손하여서나귀를타나니나귀

의작은것곧나귀새끼니라 10내가에브라임의병거

와예루살렘의말을끊겠고전쟁하는활도끊으리니

그가이방사람에게화평을전할것이요그의정권은

바다에서바다까지이르고유브라데강에서땅끝까지

이르리라 11또너로말할진대네언약의피를인하여

내가너의갇힌자들을물없는구덩이에서놓았나니

12소망을품은갇혔던자들아너희는보장으로돌아올

지니라내가오늘날도이르노라내가배나네게갚을

것이라 13내가유다로당긴활을삼고에브라임으로

먹인살을삼았으니시온아내가네자식을격동시켜

헬라자식을치게하며너로용사의칼과같게하리라

14여호와께서그위에나타나서그살을번개같이쏘

아내실것이며주여호와께서나팔을불리시며남방

회리바람을타고행하실것이라 15만군의여호와께서

그들을호위하시리니그들이원수를삼키며물매돌을

밟을것이며그들이피를마시고즐거이부르기를술

취한것같이할것인즉피가가득한동이와도같고피

묻은제단모퉁이와도같을것이라 16이날에그들의

하나님여호와께서그들을자기백성의양떼같이구

원하시리니그들이면류관의보석같이여호와의땅에

빛나리로다 17그의형통함과그의아름다움이어찌그

리큰지소년은곡식으로강건하며처녀는새포도주

로그러하리로다

10봄비때에여호와곧번개를내는여호와께비를

구하라무리에게소낙비를내려서밭의채소를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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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주리라 2대저드라빔들은허탄한것을말하며

복술자는진실치않은것을보고거짓꿈을말한즉그

위로함이헛되므로백성이양같이유리하며목자가

없으므로곤고를당하나니 3내가목자들에게노를발

하며내가수염소들을벌하리라만군의여호와가그

무리곧유다족속을권고하여그들로전쟁의준마와

같게하리니 4모퉁이돌이그에게로서, 말뚝이그에게

로서, 싸우는활이그에게로서, 권세잡은자가다일제

히그에게로서나와서 5싸울때에용사같이거리의진

흙중에대적을밟을것이라여호와가그들과함께한즉

그들이싸워말탄자들로부끄러워하게하리라 6내가

유다족속을견고하게하며요셉족속을구원할지라

내가그들을긍휼히여김으로그들로돌아오게하리니

그들이내게내어버리움이없었음같이되리라나는

그들의하나님여호와라내가그들을들으리라 7에브

라임이용사같아서포도주를마심같이마음이즐거

울것이요그자손은보고기뻐하며여호와를인하여

마음에즐거워하리라 8내가그들을향하여휘파람불

어모을것은내가그들을구속하였음이라그들이전

에번성하던것같이번성하리라 9내가그들을열방에

뿌리려니와그들이원방에서나를기억하고그들의자

녀와함께다생존하여돌아올지라 10내가그들을애

굽땅에서이끌어돌아오며그들을앗수르에서부터모

으며길르앗땅과레바논으로그들을이끌어가리니

그거할곳이부족하리라 11내가그들로고해를지나

게하며바다물결을치리니나일의깊은곳이다마르

겠고앗수르의교만이낮아지겠고애굽의홀이없어지

리라 12내가그들로나여호와를의지하여견고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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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그들이내이름을받들어왕래하리라나여호와

의말이니라

11레바논아네문을열고불이네백향목을사르게

하라 2너잣나무여곡할지어다백향목이넘어졌고아

름다운나무가훼멸되었도다바산의상수리나무여곡

할지어다무성한삼림이엎드러졌도다 3목자의곡하

는소리가남이여그영화로운것이훼멸되었음이로다

어린사자의부르짖는소리가남이여이는요단의자

랑이황무하였음이로다 4여호와나의하나님이가라

사대너는잡힐양떼를먹이라 5산자들은그들을잡

아도죄가없다하고판자들은말하기를내가부요케

되었은즉여호와께찬송하리라하고그목자들은그들

을불쌍히여기지아니하는도다 6여호와가말하노라

내가다시는이땅거민을불쌍히여기지아니하고그

사람을각각그이웃의손과임금의손에붙이리니그

들이이땅을칠지라도내가그손에서건져내지아니

하리라하시기로 7내가이잡힐양떼를먹이니참으로

가련한양이라내가이에막대기둘을취하여하나는

은총이라하며, 하나는연락이라하고양떼를먹일새 8

한달동안에내가그세목자를끊었으니이는내마음

에그들을싫어하였고그들의마음에도나를미워하였

음이라 9내가가로되내가너희를먹이지아니하고죽

는자는죽는대로, 망할자는망할대로, 그나머지는피

차살을먹는대로두리라하고 10이에은총이라하는

막대기를취하여잘랐으니이는모든백성과세운언

약을폐하려하였음이라 11당일에곧폐하매내게청

종하던가련한양들은이것이여호와의말씀이었던줄

안지라 12내가그들에게이르되너희가좋게여기거든

내고가를내게주고그렇지아니하거든말라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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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은삼십을달아서내고가를삼은지라 13여호와께

서내게이르시되그들이나를헤아린바그준가를토

기장이에게던지라하시기로내가곧그은삼십을여

호와의전에서토기장이에게던지고 14내가또연락이

라하는둘째막대기를잘랐으니이는유다와이스라

엘형제의의를끊으려함이었느니라 15여호와께서내

게이르시되너는또우매한목자의기구들을취할지

니라 16보라내가한목자를이땅에일으키리니그가

없어진자를마음에두지아니하며흩어진자를찾지

아니하며상한자를고치지아니하며강건한자를먹이

지아니하고오히려살진자의고기를먹으며또그굽

을찢으리라 17화있을진저양떼를버린못된목자여

칼이그팔에, 우편눈에임하리니그팔이아주마르고

그우편눈이아주어두우리라

12이스라엘에관한여호와의말씀의경고라여호와

곧하늘을펴시며땅의터를세우시며사람안에심령

을지으신자가가라사대 2보라내가예루살렘으로그

사면국민에게혼취케하는잔이되게할것이라예루

살렘이에워싸일때에유다에까지미치리라 3그날에

는내가예루살렘으로모든국민에게무거운돌이되

게하리니무릇그것을드는자는크게상할것이라천

하만국이그것을드는자는크게상할것이라천하만

국이그것을치려고모이리라 4여호와가말하노라그

날에내가모든말을쳐서놀라게하며그탄자를쳐서

미치게하되유다족속은내가돌아보고모든국민의

말을쳐서눈이멀게하리니 5유다의두목들이심중에

이르기를예루살렘거민이그들의하나님만군의여호

와로말미암아힘을얻었다할지라 6그날에내가유

다두목들로나무가운데화로같게하며곡식단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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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횃불같게하리니그들이그좌우에에워싼모든국

민을사를것이요예루살렘사람은다시그본곳예루

살렘에거하게되리라 7여호와가먼저유다장막을구

원하리니이는다윗의집의영광과예루살렘거민의

영광이유다보다더하지못하게하려함이니라 8그날

에여호와가예루살렘거민을보호하리니그중에약

한자가그날에는다윗같겠고다윗의족속은하나님

같고무리앞에있는여호와의사자같을것이라 9예루

살렘을치러오는열국을그날에내가멸하기를힘쓰

리라 10내가다윗의집과예루살렘거민에게은총과

간구하는심령을부어주리니그들이그찌른바그를

바라보고그를위하여애통하기를독자를위하여애통

하듯하며그를위하여통곡하기를장자를위하여통

곡하듯하리로다 11그날에예루살렘에큰애통이있

으리니므깃도골짜기하다드림몬에있던애통과같을

것이라 12온땅각족속이따로애통하되다윗의족속

이따로하고,그아내들이따로하며,나단의족속이

따로하고,그아내들이따로하며, 13레위의족속이따

로하고, 그아내들이따로하며, 시므이의족속이따로

하고,그아내들이따로하며, 14모든남은족속도각기

따로하고, 그아내들이따로하리라

13그날에죄와더러움을씻는샘이다윗의족속과

예루살렘거민을위하여열리리라 2만군의여호와가

말하노라그날에내가못하게할것이며거짓선지자

와더러운사귀를이땅에서떠나게할것이라 3사람

이오히려예언할것같으면그낳은부모가그에게이

르기를네가여호와의이름을빙자하여거짓말을하니

살지못하리라하고낳은부모가그예언할때에칼로

찌르리라 4그날에선지자들이예언할때에그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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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부끄러워할것이며 5말하기를나는선지자가아

니요나는농부라내가어려서부터사람의종이되었

노라할것이요 6혹이그에게묻기를네두팔사이에

상처는어찜이냐하면대답하기를이는나의친구의

집에서받은상처라하리라 7만군의여호와가말하노

라칼아깨어서내목자,내짝된자를치라목자를치

면양이흩어지려니와작은자들위에는내가내손을

드리우리라 8여호와가말하노라이온땅에서삼분지

이는멸절하고삼분지일은거기남으리니 9내가그

삼분지일을불가운데던져은같이연단하며금같이

시험할것이라그들이내이름을부르리니내가들을

것이며나는말하기를이는내백성이라할것이요그

들은말하기를여호와는내하나님이시라하리라

14여호와의날이이르리라그날에네재물이약탈되

어너의중에서나누이리라 2내가열국을모아예루살

렘과싸우게하리니성읍이함락되며가옥이약탈되며

부녀가욕을보며성읍백성이절반이나사로잡혀가

려니와남은백성은성읍에서끊쳐지지아니하리라 3

그때에여호와께서나가사그열국을치시되이왕전

쟁날에싸운것같이하시리라 4그날에그의발이예

루살렘앞곧동편감람산에서실것이요감람산은그

한가운데가동서로갈라져매우큰골짜기가되어서

산절반은북으로절반은남으로옮기고 5그산골짜

기는아셀까지미칠지라너희가그의산골짜기로도

망하되유다왕웃시야때에지진을피하여도망하던

것같이하리라나의하나님여호와께서임하실것이

요모든거룩한자가주와함께하리라 6그날에는빛

이없겠고광명한자들이떠날것이라 7여호와의아시

는한날이있으리니낮도아니요밤도아니라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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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에빛이있으리로다 8그날에생수가예루살렘에

서솟아나서절반은동해로, 절반은서해로흐를것이

라여름에도겨울에도그러하리라 9여호와께서천하

의왕이되시리니그날에는여호와께서홀로하나이

실것이요그이름이홀로하나이실것이며 10온땅이

아라바같이되되게바에서예루살렘남편림몬까지

미칠것이며예루살렘이높이들려그본처에있으리

니베냐민문에서부터첫문자리와성모퉁이문까지

또하나넬망대에서부터왕의포도주짜는곳까지라 11

사람이그가운데거하며다시는저주가있지아니하

리니예루살렘이안연히서리로다 12예루살렘을친모

든백성에게여호와께서내리실재앙이이러하니곧

섰을때에그살이썩으며그눈이구멍속에서썩으며

그혀가입속에서썩을것이요 13그날에여호와께서

그들로크게요란케하시리니피차손으로붙잡으며

피차손을들어칠것이며 14유다도예루살렘에서싸

우리니이때에사면에있는열국의보화곧금은과의

복이심히많이모여질것이요 15또말과노새와약대

와나귀와그진에있는모든육축에게미칠재앙도그

재앙과같으리라 16예루살렘을치러왔던열국중에

남은자가해마다올라와서그왕만군의여호와께숭

배하며초막절을지킬것이라 17천하만국중에그왕

만군의여호와께숭배하러예루살렘에올라오지아니

하는자에게는비를내리지아니하실것인즉 18만일

애굽족속이올라오지아니할때에는창일함이있지

아니하리니여호와께서초막절을지키러올라오지아

니하는열국사람을치시는재앙을그에게내리실것

이라 19애굽사람이나열국사람이나초막절을지키러

올라오지아니하는자의받을벌이이러하니라 20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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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는말방울에까지여호와께성결이라기록될것이

라여호와의전에모든솥이제단앞주발과다름이없

을것이니 21예루살렘과유다의모든솥이만군의여

호와의성물이될것인즉제사드리는자가와서이솥

을취하여그가운데고기를삶으리라그날에는만군

의여호와의전에가나안사람이다시있지아니하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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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
1여호와께서말라기로이스라엘에게말씀하신경고

라 2여호와께서가라사대내가너희를사랑하였노라

하나너희는이르기를주께서어떻게우리를사랑하셨

나이까하는도다나여호와가말하노라에서는야곱의

형이아니냐?그러나내가야곱을사랑하였고 3에서는

미워하였으며그의산들을황무케하였고그의산업을

광야의시랑에게붙였느니라 4에돔은말하기를우리

가무너뜨림을당하였으나황폐된곳을다시쌓으리라

하거니와나만군의여호와는이르노라그들은쌓을지

라도나는헐리라사람들이그들을일컬어악한지경

이라할것이요여호와의영영한진노를받은백성이

라할것이며 5너희는목도하고이르기를여호와께서

는이스라엘지경밖에서크시다하리라 6내이름을

멸시하는제사장들아나만군의여호와가너희에게이

르기를아들은그아비를, 종은그주인을공경하나니

내가아비일진대나를공경함이어디있느냐내가주

인일진대나를두려워함이어디있느냐?하나너희는

이르기를우리가어떻게주의이름을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너희가더러운떡을나의단에드리고도말

하기를우리가어떻게주를더럽게하였나이까하는도

다이는너희가주의상은경멸히여길것이라말함을

인함이니라 8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가눈먼

희생으로드리는것이어찌악하지아니하며저는것,

병든것으로드리는것이어찌악하지아니하냐?이제

그것을너희총독에게드려보라그가너를기뻐하겠느

냐? 너를가납하겠느냐? 9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는나하나님께은혜를구하기를우리를긍휼히

여기소서하여보라너희가이같이행하였으니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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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중하나인들받겠느냐 10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

라! 너희가내단위에헛되이불사르지못하게하기

위하여너희중에성전문을닫을자가있었으면좋겠

도다내가너희를기뻐하지아니하며너희손으로드

리는것을받지도아니하리라 11만군의여호와가이르

노라! 해뜨는곳에서부터해지는곳까지의이방민족

중에서내이름이크게될것이라각처에서내이름을

위하여분향하며깨끗한제물을드리리니이는내이

름이이방민족중에서크게될것임이니라 12그러나

너희는말하기를여호와의상은더러웠고그위에있

는실과곧식물은경멸히여길것이라하여내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가또

말하기를이일이얼마나번폐스러운고하며코웃음하

고토색한물건과저는것병든것을가져왔느니라너

희가이같이헌물을가져오니내가그것을너희손에

서받겠느냐여호와의말이니라 14떼가운데수컷이

있거늘그서원하는일에흠있는것으로사기하여내

게드리는자는저주를받으리니나는큰임금이요내

이름은열방중에서두려워하는것이됨이니라만군의

여호와의말이니라

2너의제사장들아! 이제너희에게이같이명령하노라

2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가만일듣지아니하

며마음에두지아니하여내이름을영화롭게하지아

니하면내가너희에게저주를내려너희의복을저주

하리라내가이미저주하였나니이는너희가그것을

마음에두지아니하였음이니라 3보라! 내가너희의종

자를견책할것이요똥, 곧너희절기의희생의똥을너

희얼굴에바를것이라너희가그것과함께제하여버

림을당하리라 4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내가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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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너희에게내린것은레위와세운나의언약이항

상있게하려함인줄을너희가알리라 5레위와세운

나의언약은생명과평강의언약이라내가이것으로

그에게준것은그로경외하게하려함이라그가나를

경외하고내이름을두려워하였으며 6그입에는진리

의법이있었고그입술에는불의함이없었으며그가

화평과정직한중에서나와동행하며많은사람을돌

이켜죄악에서떠나게하였느니라 7대저제사장의입

술은지식을지켜야하겠고사람들이그입에서율법

을구하게되어야할것이니제사장은만군의여호와

의사자가됨이어늘 8너희는정도에서떠나많은사람

으로율법에거치게하도다나만군의여호와가이르

노니너희가레위의언약을파하였느니라 9너희가내

도를지키지아니하고율법을행할때에사람에게편

벽되이하였으므로나도너희로모든백성앞에멸시

와천대를당하게하였느니라하시니라 10우리는한

아버지를가지지아니하였느냐? 한하나님의지으신

바가아니냐어찌하여우리각사람이자기형제에게

궤사를행하여우리열조의언약을욕되게하느냐? 11

유다는궤사를행하였고이스라엘과예루살렘중에서

는가증한일을행하였으며유다는여호와의사랑하시

는그성결을욕되게하여이방신의딸과결혼하였으

니 12이일을행하는사람에게속한자는깨는자나응

답하는자는물론이요만군의여호와께제사를드리는

자도여호와께서야곱의장막가운데서끊어버리시리

라 13너희가이런일도행하나니곧눈물과울음과탄

식으로여호와의단을가리우게하도다그러므로여호

와께서다시는너희의헌물을돌아보지도아니하시며

그것을너희손에서기꺼이받지도아니하시거늘 14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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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이르기를어찜이니까하는도다이는너와너의

어려서취한아내사이에여호와께서일찌기증거하셨

음을인함이니라그는네짝이요너와맹약한아내로

되네가그에게궤사를행하도다 15여호와는영이유

여하실지라도오직하나를짓지아니하셨느냐?어찌하

여하나만지으셨느냐?이는경건한자손을얻고자하

심이니라그러므로네심령을삼가지켜어려서취한

아내에게궤사를행치말지니라 16이스라엘의하나님

여호와가이르노니나는이혼하는것과학대로옷을

가리우는자를미워하노라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그러므로너희심령을삼가지켜궤사를행치말찌니

라 17너희가말로여호와를괴로우시게하고도이르기

를우리가어떻게여호와를괴로우시게하였나하는도

다이는너희가말하기를모든행악하는자는여호와

의눈에선히보이며그에게기쁨이된다하며또말하

기를공의의하나님이어디계시냐함이니라

3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보라! 내가내사자를보

내리니그가내앞에서길을예비할것이요또너희의

구하는바주가홀연히그전에임하리니곧너희의사

모하는바언약의사자가임할것이라 2그의임하는

날을누가능히당하며그의나타나는때에누가능히

서리요그는금을연단하는자의불과표백하는자의

잿물과같을것이라 3그가은을연단하여깨끗케하는

자같이앉아서레위자손을깨끗케하되금,은같이

그들을연단하리니그들이의로운제물을나여호와께

드릴것이라 4그때에유다와예루살렘의헌물이옛날

과고대와같이나여호와께기쁨이되려니와 5내가

심판하러너희에게임할것이라술수하는자에게와거

짓맹세하는자에게와품군의삯에대하여억울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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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과부와고아를압제하며나그네를억울케하며나

를경외치아니하는자들에게속히증거하리라만군의

여호와가말하였느니라 6나여호와는변역지아니하

나니그러므로야곱의자손들아! 너희가소멸되지아

니하느니라 7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열조의

날로부터너희가나의규례를떠나지키지아니하였도

다그런즉내게로돌아오라그리하면나도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하였더니너희가이르기를우리가어떻게

하여야돌아가리이까하도다 8사람이어찌하나님의

것을도적질하겠느냐?그러나너희는나의것을도적

질하고도말하기를우리가어떻게주의것을도적질

하였나이까?하도다이는곧십일조와헌물이라 9너희

곧온나라가나의것을도적질하였으므로너희가저

주를받았느니라 10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십일조를창고에들여나의집에양식이있게

하고그것으로나를시험하여내가하늘문을열고너

희에게복을쌓을곳이없도록붓지아니하나보라 11

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 내가너희를위하여황충

을금하여너희토지소산을멸하지않게하며너희밭

에포도나무의과실로기한전에떨어지지않게하리

니 12너희땅이아름다와지므로열방이너희를복되다

하리라만군의여호와의말이니라 13여호와가이르노

라! 너희가완악한말로나를대적하고도이르기를우

리가무슨말로주를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이

는너희가말하기를하나님을섬기는것이헛되니만

군의여호와앞에그명령을지키며슬프게행하는것

이무엇이유익하리요 15지금우리는교만한자가복

되다하며악을행하는자가창성하며하나님을시험

하는자가화를면한다하노라함이니라 16그때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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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를경외하는자들이피차에말하매여호와께서그

것을분명히들으시고여호와를경외하는자와그이

름을존중히생각하는자를위하여여호와앞에있는

기념책에기록하셨느니라 17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

라내가나의정한날에그들로나의특별한소유를삼

을것이요또사람이자기를섬기는아들을아낌같이

내가그들을아끼리니 18그때에너희가돌아와서의

인과악인이며하나님을섬기는자와섬기지아니하는

자를분별하리라

4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보라극렬한풀무불같은

날이이르리니교만한자와악을행하는자는다초개

같을것이라그이르는날이그들을살라그뿌리와가

지를남기지아니할것이로되 2내이름을경외하는너

희에게는의로운해가떠올라서치료하는광선을발하

리니너희가나가서외양간에서나온송아지같이뛰

리라 3또너희가악인을밟을것이니그들이나의정

한날에너희발바닥밑에재와같으리라만군의여호

와의말이니라 4너희는내가호렙에서온이스라엘을

위하여내종모세에게명한법곧율례와법도를기억

하라 5보라!여호와의크고두려운날이이르기전에

내가선지엘리야를너희에게보내리니 6그가아비의

마음을자녀에게로돌이키게하고자녀들의마음을그

들의아비에게로돌이키게하리라돌이키지아니하면

두렵건대내가와서저주로그땅을칠까하노라하시

니라



신약성서



이에예수께서가라사대 `아버지여저희를사하여주옵소서자기의하는것을알지못함

이니이다' 하시더라저희가그의옷을나눠제비뽑을쌔

누가복음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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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아브라함과다윗의자손예수그리스도의세계라 2

아브라함이이삭을낳고이삭은야곱을낳고야곱은

유다와그의형제를낳고 3유다는다말에게서베레스

와세라를낳고, 베레스는헤스론을낳고, 헤스론은람

을낳고 4람은아미나답을낳고,아미나답은나손을

낳고, 나손은살몬을낳고 5살몬은라합에게서보아스

를낳고, 보아스는룻에게서오벳을낳고, 오벳은이새

를낳고 6이새는다윗왕을낳으니라다윗은우리야의

아내에게서솔로몬을낳고 7솔로몬은르호보암을낳

고, 르호보암은아비야를낳고, 아비야는아사를낳고

8아사는여호사밧을낳고, 여호사밧은요람을낳고, 요

람은웃시야를낳고 9웃시야는요담을낳고,요담은

아하스를낳고,아하스는히스기야를낳고 10히스기야

는므낫세를낳고, 므낫세는아몬을낳고, 아몬은요시

야를낳고 11바벨론으로이거할때에요시야는여고냐

와그의형제를낳으니라 12바벨론으로이거한후에

여고냐는스알디엘을낳고, 스알디엘은스룹바벨을낳

고 13스룹바벨은아비훗을낳고,아비훗은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아소르를낳고 14아소르는사독을

낳고, 사독은아킴를낳고, 아킴은엘리웃을낳고 15엘

리웃은엘르아살을낳고, 엘르아살은맛단을낳고, 맛

단은야곱을낳고 16야곱은마리아의남편요셉을낳

았으니마리아에게서그리스도라칭하는예수가나시

니라 17그런즉모든대수가아브라함부터다윗까지열

네대요,다윗부터바벨론으로이거할때까지열네대

요,바벨론으로이거한후부터그리스도까지열네대

러라 18예수그리스도의나심은이러하니라그모친

마리아가요셉과정혼하고동거하기전에성령으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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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된것이나타났더니 19그남편요셉은의로운사람

이라저를드러내지아니하고가만히끊고자하여 20

이일을생각할때에주의사자가현몽하여가로되 `다

윗의자손요셉아네아내마리아데려오기를무서워

말라저에게잉태된자는성령으로된것이라 21아들

을낳으리니이름을예수라하라이는그가자기백성

을저희죄에서구원할자이심이라'하니라 22이모든

일의된것은주께서선지자로하신말씀을이루려하

심이니가라사대 23보라! 처녀가잉태하여아들을낳

을것이요그이름은임마누엘이라하리라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하나님이우리와함께계시다'함이라

24요셉이잠을깨어일어나서주의사자의분부대로

행하여그아내를데려왔으나 25아들을낳기까지동

침치아니하더니낳으매이름을예수라하니라

2헤롯왕때에예수께서유대베들레헴에서나시매동

방으로부터박사들이예루살렘에이르러말하되 2 `유

대인의왕으로나신이가어디계시뇨?우리가동방에

서그의별을보고그에게경배하러왔노라' 하니 3헤

롯왕과온예루살렘이듣고소동한지라 4왕이모든

대제사장과백성의서기관들을모아 `그리스도가어디

서나겠느뇨?' 물으니 5가로되 `유대베들레헴이오니

이는선지자로이렇게기록된바 6또유대땅베들레헴

아너는유대고을중에가장작지아니하도다네게서

한다스리는자가나와서내백성이스라엘의목자가

되리라하였음이니이다' 7이에헤롯이가만히박사들

을불러별이나타난때를자세히묻고 8베들레헴으로

보내며이르되 `가서아기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

찾거든내게고하여나도가서그에게경배하게하라'

9박사들이왕의말을듣고갈새동방에서보던그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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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앞서인도하여가다가아기있는곳위에머물러

섰는지라 10저희가별을보고가장크게기뻐하고기

뻐하더라 11집에들어가아기와그모친마리아의함

께있는것을보고엎드려아기께경배하고보배합을

열어황금과유향과몰약을예물로드리니라 12꿈에

헤롯에게로돌아가지말라지시하심을받아다른길로

고국에돌아가니라 13저희가떠난후에주의사자가

요셉에게현몽하여가로되 `헤롯이아기를찾아죽이

려하니일어나아기와그의모친을데리고애굽으로

피하여내가네게이르기까지거기있으라'하시니 14

요셉이일어나서밤에아기와그의모친을데리고애

굽으로떠나가 15헤롯이죽기까지거기있었으니이는

주께서선지자로말씀하신바애굽에서내아들을불렀

다함을이루려하심이니라 16이에헤롯이박사들에게

속은줄을알고심히노하여사람을보내어베들레헴

과그모든지경안에있는사내아이를박사들에게자

세히알아본그때를표준하여두살부터그아래로다

죽이니 17이에선지자예레미야로말씀하신바 18라

마에서슬퍼하며크게통곡하는소리가들리니라헬이

그자식을위하여애곡하는것이라그가자식이없으

므로위로받기를거절하였도다함이이루어졌느니라

19헤롯이죽은후에주의사자가애굽에서요셉에게

현몽하여가로되 20 `일어나아기와그모친을데리고

이스라엘땅으로가라아기의목숨을찾던자들이죽

었느니라' 하시니 21요셉이일어나아기와그모친을

데리고이스라엘땅으로들어오니라 22그러나아켈라

오가그부친헤롯을이어유대의임금됨을듣고거기

로가기를무서워하더니꿈에지시하심을받아갈릴리

지방으로떠나가 23나사렛이란동네에와서사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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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로하신말씀에나사렛사람이라칭하리라하심

을이루려함이러라

3그때에세례요한이이르러유대광야에서전파하

여가로되 2 `회개하라! 천국이가까왔느니라' 하였으

니 3저는선지자이사야로말씀하신자라일렀으되광

야에외치는자의소리가있어가로되너희는주의길

을예비하라그의첩경을평탄케하라하였느니라 4이

요한은약대털옷을입고허리에가죽띠를띠고음식

은메뚜기와석청이었더라 5이때에예루살렘과온유

대와요단강사방에서다그에게나아와 6자기들의죄

를자복하고요단강에서그에게세례를받더니 7요한

이많은바리새인과사두개인이세례베푸는데오는

것을보고이르되 `독사의자식들아누가너희를가르

쳐임박한진노를피하라하더냐? 8그러므로회개에

합당한열매를맺고 9속으로아브라함이우리조상이

라고생각지말라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하나님이

능히이돌들로도아브라함의자손이되게하시리라

10이미도끼가나무뿌리에놓였으니좋은열매맺지

아니하는나무마다찍혀불에던지우리라 11나는너희

로회개케하기위하여물로세례를주거니와내뒤에

오시는이는나보다능력이많으시니나는그의신을

들기도감당치못하겠노라그는성령과불로너희에게

세례를주실것이요 12손에키를들고자기의타작마

당을정하게하사알곡은모아곡간에들이고쭉정이

는꺼지지않는불에태우시리라' 13이때에예수께서

갈릴리로서요단강에이르러요한에게세례를받으려

하신대 14요한이말려가로되 `내가당신에게세례를

받아야할터인데당신이내게로오시나이까?' 15예수

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이제허락하라우리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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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여모든의를이루는것이합당하니라하신대

이에요한이허락하는지라 16예수께서세례를받으시

고곧물에서올라오실새하늘이열리고하나님의성

령이비둘기같이내려자기위에임하심을보시더니

17하늘로서소리가있어말씀하시되 `이는내사랑하

는아들이요내기뻐하는자라' 하시니라

4그때에예수께서성령에게이끌리어마귀에게시험

을받으러광야로가사 2사십일을밤낮으로금식하신

후에주리신지라 3시험하는자가예수께나아가서가

로되 `네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어든명하여이돌들

이떡덩이가되게하라' 4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요하나님

의입으로나오는모든말씀으로살것이라하였느니

라하시니라 5이에마귀가예수를거룩한성으로데려

다가성전꼭대기에세우고 6가로되 `네가만일하나

님의아들이어든뛰어내리라기록하였으되저가너를

위하여그사자들을명하시리니저희가손으로너를

받들어발이돌에부딪히지않게하리로다하였느니라

' 7예수께서이르시되또기록되었으되주너의하나

님을시험치말라하였느니라하신대 8마귀가또그를

데리고지극히높은산으로가서천하만국과그영광

을보여 9가로되 `만일내게엎드려경배하면이모든

것을네게주리라' 10이에예수께서말씀하시되사단

아! 물러가라기록되었으되주너의하나님께경배하

고다만그를섬기라! 하였느니라 11이에마귀는예수

를떠나고천사들이나아와서수종드니라 12예수께서

요한의잡힘을들으시고갈릴리로물러가셨다가 13나

사렛을떠나스불론과납달리지경해변에있는가버

나움에가서사시니 14이는선지자이사야로하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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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을이루려하심이라일렀으되 15스불론땅과납달리

땅과요단강저편해변길과이방의갈릴리여! 16흑암

에앉은백성이큰빛을보았고사망의땅과그늘에앉

은자들에게빛이비취었도다하였느니라 17이때부터

예수께서비로소전파하여가라사대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18갈릴리해변에다니시다가

두형제곧베드로라하는시몬과그형제안드레가바

다에그물던지는것을보시니저희는어부라 19말씀

하시되나를따라오너라! 내가너희로사람을낚는어

부가되게하리라하시니 20저희가곧그물을버려두

고예수를좇으니라 21거기서더가시다가다른두형

제곧세베대의아들야고보와그형제요한이그부친

세베대와한가지로배에서그물깁는것을보시고부

르시니 22저희가곧배와부친을버려두고예수를좇

으니라 23예수께서온갈릴리에두루다니사저희회

당에서가르치시며천국복음을전파하시며백성중에

모든병과모든약한것을고치시니 24그의소문이온

수리아에퍼진지라사람들이모든앓는자곧각색병

과, 고통에걸린자, 귀신들린자, 간질하는자, 중풍병

자들을데려오니저희를고치시더라 25갈릴리와데가

볼리와예루살렘과유대와요단강건너편에서허다한

무리가좇으니라

5예수께서무리를보시고산에올라가앉으시니제자

들이나아온지라 2입을열어가르쳐가라사대 3심령

이가난한자는복이있나니천국이저희것임이요 4

애통하는자는복이있나니저희가위로를받을것임

이요 5온유한자는복이있나니저희가땅을기업으로

받을것임이요 6의에주리고목마른자는복이있나니

저희가배부를것임이요 7긍휼히여기는자는복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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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저희가긍휼히여김을받을것임이요 8마음이청

결한자는복이있나니저희가하나님을볼것임이요 9

화평케하는자는복이있나니저희가하나님의아들

이라일컬음을받을것임이요 10의를위하여핍박을

받은자는복이있나니천국이저희것임이라 11나를

인하여너희를욕하고핍박하고거짓으로너희를거스

려모든악한말을할때에는너희에게복이있나니 12

기뻐하고즐거워하라! 하늘에서너희의상이큼이라

너희전에있던선지자들을이같이핍박하였느니라 13

너희는세상의소금이니소금이만일그맛을잃으면

무엇으로짜게하리요후에는아무쓸데없어다만밖

에버리워사람에게밟힐뿐이니라 14너희는세상의

빛이라! 산위에있는동네가숨기우지못할것이요 15

사람이등불을켜서말아래두지아니하고등경위에

두나니이러므로집안모든사람에게비취느니라 16이

같이너희빛을사람앞에비취게하여저희로너희착

한행실을보고하늘에계신너희아버지께영광을돌

리게하라 17내가율법이나선지자나폐하러온줄로

생각지말라폐하러온것이아니요완전케하려함이

로다 18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천지가없어지기전

에는율법의일점일획이라도반드시없어지지아니하

고다이루리라 19그러므로누구든지이계명중에지

극히작은것하나라도버리고또그같이사람을가르

치는자는천국에서지극히작다일컬음을받을것이

요누구든지이를행하며가르치는자는천국에서크

다일컬음을받으리라 20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

의가서기관과바리새인보다더낫지못하면결단코

천국에들어가지못하리라 21옛사람에게말한바살

인치말라누구든지살인하면심판을받게되리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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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 22나는너희에게이르노

니형제에게노하는자마다심판을받게되고형제를

대하여라가라하는자는공회에잡히게되고미련한

놈이라하는자는지옥불에들어가게되리라 (Geenna

g1067) 23그러므로예물을제단에드리다가거기서네

형제에게원망들을만한일이있는줄생각나거든 24

예물을제단앞에두고먼저가서형제와화목하고그

후에와서예물을드리라 25너를송사하는자와함께

길에있을때에급히사화하라그송사하는자가너를

재판관에게내어주고재판관이관예에게내어주어옥

에가둘까염려하라 26진실로네게이르노니네가호

리라도남김이없이다갚기전에는결단코거기서나

오지못하리라 27또간음치말라하였다는것을너희

가들었으나 28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여자를보고

음욕을품는자마다마음에이미간음하였느니라 29만

일네오른눈이너로실족케하거든빼어내버리라네

백체중하나가없어지고온몸이지옥에던지우지않

는것이유익하며 (Geenna g1067) 30또한만일네오른손

이너로실족케하거든찍어내버리라네백체중하나

가없어지고온몸이지옥에던지우지않는것이유익

하니라 (Geenna g1067) 31또일렀으되누구든지아내를버

리거든이혼증서를줄것이라하였으나 32나는너희에

게이르노니누구든지음행한연고없이아내를버리

면이는저로간음하게함이요또누구든지버린여자

에게장가드는자도간음함이니라 33또옛사람에게

말한바헛맹세를하지말고네맹세한것을주께지키

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 34나는너희에게

이르노니도무지맹세하지말지니하늘로도말라이는

하나님의보좌임이요 35땅으로도말라이는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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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상임이요예루살렘으로도말라이는큰임금의성

임이요 36네머리로도말라이는네가한터럭도희고

검게할수없음이라 37오직너희말은옳다옳다, 아니

라아니라하라이에서지나는것은악으로좇아나느

니라 38또눈은눈으로, 이는이로갚으라하였다는것

을너희가들었으나 39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악한

자를대적지말라누구든지네오른편뺨을치거든왼

편도돌려대며 40또너를송사하여속옷을가지고자

하는자에게겉옷까지도가지게하며 41또누구든지

너로억지로오리를가게하거든그사람과십리를동

행하고 42네게구하는자에게주며네게꾸고자하는

자에게거절하지말라 43또네이웃을사랑하고네원

수를미워하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 44나는

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원수를사랑하며너희를핍박

하는자를위하여기도하라 45이같이한즉하늘에계

신너희아버지의아들이되리니이는하나님이그해

를악인과선인에게비취게하시며비를의로운자와

불의한자에게내리우심이니라 46너희가너희를사랑

하는자를사랑하면무슨상이있으리요세리도이같

이아니하느냐 47또너희가너희형제에게만문안하면

남보다더하는것이무엇이냐이방인들도이같이아

니하느냐 48그러므로하늘에계신너희아버지의온전

하심과같이너희도온전하라

6사람에게보이려고그들앞에서너희의를행치않

도록주의하라그렇지아니하면하늘에계신너희아

버지께상을얻지못하느니라 2그러므로구제할때에

외식하는자가사람에게영광을얻으려고회당과거리

에서하는것같이너희앞에나팔을불지말라진실로

너희에게이르노니저희는자기상을이미받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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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너는구제할때에오른손의하는것을왼손이모르게

하여 4네구제함이은밀하게하라은밀한중에보시는

너의아버지가갚으시리라 5또너희가기도할때에외

식하는자와같이되지말라저희는사람에게보이려

고회당과큰거리어귀에서서기도하기를좋아하느

니라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저희는자기상

을이미받았느니라 6너는기도할때에네골방에들

어가문을닫고은밀한중에계신네아버지께기도하

라은밀한중에보시는네아버지께서갚으시리라 7또

기도할때에이방인과같이중언부언하지말라저희는

말을많이하여야들으실줄생각하느니라 8그러므로

저희를본받지말라구하기전에너희에게있어야할

것을하나님너희아버지께서아시느니라 9그러므로

너희는이렇게기도하라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여김을받으시오며 10나라이임하옵시

며뜻이하늘에서이룬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

11오늘날우리에게일용할양식을주옵시고 12우리가

우리에게죄지은자를사하여준것같이우리죄를사

하여주옵시고 13우리를시험에들게하지마옵시고

다만악에서구하옵소서 (나라와권세와영광이아버

지께영원히있사옵나이다아멘) 14너희가사람의과

실을용서하면너희천부께서도너희과실을용서하시

려니와 15너희가사람의과실을용서하지아니하면너

희아버지께서도너희과실을용서하지아니하시리라

16금식할때에너희는외식하는자들과같이슬픈기

색을내지말라저희는금식하는것을사람에게보이

려고얼굴을흉하게하느니라내가진실로너희에게

이르노니저희는자기상을이미받았느니라 17너는

금식할때에머리에기름을바르고얼굴을씻으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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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금식하는자로사람에게보이지않고오직은밀

한중에계신네아버지께보이게하려함이라은밀한

중에보시는네아버께서갚으시리라 19너희를위하여

보물을땅에쌓아두지말라거기는좀과동록이해하

며동록이구멍을뚫고도적질하느니라 20오직! 너희

를위하여보물을하늘에쌓아두라저기는좀이나동

록이해하지못하며도적이구멍을뚫지도못하고도

적질도못하느니라 21네보물있는그곳에는네마음

도있느니라! 22눈은몸의등불이니그러므로네눈이

성하면온몸이밝을것이요 23눈이나쁘면온몸이어

두울것이니그러므로네게있는빛이어두우면그어

두움이얼마나하겠느뇨 24한사람이두주인을섬기지

못할것이니혹이를미워하며저를사랑하거나혹이

를중히여기며저를경히여김이라너희가하나님과

재물을겸하여섬기지못하느니라 25그러므로내가너

희에게이르노니목숨을위하여무엇을먹을까?무엇

을마실까? 몸을위하여무엇을입을까? 염려하지말라

목숨이음식보다중하지아니하며몸이의복보다중하

지아니하냐 26공중의새를보라심지도않고거두지

도않고창고에모아들이지도아니하되너희천부께

서기르시나니너희는이것들보다귀하지아니하냐?

27너희중에누가염려함으로그키를한자나더할수

있느냐? 28또너희가어찌의복을위하여염려하느냐

들의백합화가어떻게자라는가생각하여보아라수고

도아니하고길쌈도아니하느니라 29그러나내가너희

에게말하노니솔로몬의모든영광으로도입은것이

이꽃하나만같지못하였느니라 30오늘있다가내일

아궁이에던지우는들풀도하나님이이렇게입히시거

든하물며너희일까보냐믿음이적은자들아! 31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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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염려하여이르기를무엇을먹을까?무엇을마실

까?무엇을입을까?하지말라 32이는다이방인들이

구하는것이라너희천부께서이모든것이너희에게

있어야할줄을아시느니라 33너희는먼저그의나라

와그의의를구하라! 그리하면이모든것을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그러므로내일일을위하여염려하지말

라내일일은내일염려할것이요한날괴로움은그날

에족하니라

7비판을받지아니하려거든비판하지말라 2너희의

비판하는그비판으로너희가비판을받을것이요너

희의헤아리는그헤아림으로너희가헤아림을받을

것이니라 3어찌하여형제의눈속에있는티는보고

네눈속에있는들보는깨닫지못하느냐? 4보라네눈

속에들보가있는데어찌하여형제에게말하기를나로

네눈속에있는티를빼게하라하겠느냐? 5외식하는

자여! 먼저네눈속에서들보를빼어라그후에야밝히

보고형제의눈속에서티를빼리라 6거룩한것을개

에게주지말며너희진주를돼지앞에던지지말라저

희가그것을발로밟고돌이켜너희를찢어상할까염

려하라 7구하라! 그러면너희에게주실것이요찾으라

! 그러면찾을것이요문을두드리라! 그러면너희에게

열릴것이니 8구하는이마다얻을것이요찾는이가

찾을것이요두드리는이에게열릴것이니라 9너희중

에누가아들이떡을달라하면돌을주며 10생선을달

라하면뱀을줄사람이있겠느냐 11너희가악한자라

도좋은것으로자식에게줄줄알거든하물며하늘에

계신너희아버지께서구하는자에게좋은것으로주

시지않겠느냐? 12그러므로무엇이든지남에게대접

을받고자하는대로너희도남을대접하라이것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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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요선지자니라 13좁은문으로들어가라멸망으로

인도하는문은크고그길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

가많고 14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고길이협착하

여찾는이가적음이니라 15거짓선지자들을삼가라

양의옷을입고너희에게나아오나속에는노략질하는

이리라 16그의열매로그들을알지니가시나무에서포

도를또는엉겅퀴에서무화과를따겠느냐? 17이와같

이좋은나무마다아름다운열매를맺고못된나무가

나쁜열매를맺나니 18좋은나무가나쁜열매를맺을

수없고못된나무가아름다운열매를맺을수없느니

라 19아름다운열매를맺지아니하는나무마다찍혀

불에던지우느니라 20이러므로그의열매로그들을알

리라 21나더러주여! 주여! 하는자마다천국에다들어

갈것이아니요다만하늘에계신내아버지의뜻대로

행하는자라야들어가리라 22그날에많은사람이나

더러이르되주여, 주여우리가주의이름으로선지자

노릇하며주의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주의이름

으로많은권능을행치아니하였나이까하리니 23그

때에내가저희에게밝히말하되내가너희를도무지

알지못하니불법을행하는자들아내게서떠나가라

하리라 24그러므로누구든지나의이말을듣고행하

는자는그집을반석위에지은지혜로운사람같으리

니 25비가내리고창수가나고바람이불어그집에부

딪히되무너지지아니하나니이는주초를반석위에

놓은연고요 26나의이말을듣고행치아니하는자는

그집을모래위에지은어리석은사람같으리니 27비

가내리고창수가나고바람이불어그집에부딪히매

무너져그무너짐이심하니라 28예수께서이말씀을

마치시매무리들이그가르치심에놀래니 29이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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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시는것이권세있는자와같고저희서기관들

과같지아니함일러라

8예수께서산에서내려오시니허다한무리가좇으니

라 2한문둥병자가나아와절하고가로되 `주여! 원하

시면저를깨끗케하실수있나이다' 하거늘 3예수께서

손을내밀어저에게대시며가라사대내가원하노니

깨끗함을받으라! 하신대즉시그의문둥병이깨끗하

여진지라 4예수께서이르시되삼가아무에게도이르

지말고다만가서제사장에게네몸을보이고모세의

명한예물을드려저희에게증거하라하시니라 5예수

께서가버나움에들어가시니한백부장이나아와간구

하여 6가로되 `주여! 내하인이중풍병으로집에누워

몹시괴로와하나이다' 7가라사대내가가서고쳐주리

라 8백부장이대답하여가로되 `주여! 내집에들어오

심을나는감당치못하겠사오니다만말씀으로만하옵

소서! 그러면내하인이낫겠삽나이다 9나도남의수

하에있는사람이요내아래도군사가있으니이더러

가라하면가고저더러오라하면오고내종더러이것

을하라하면하나이다' 10예수께서들으시고기이히

여겨좇는자들에게이르시되내가진실로너희에게

이르노니이스라엘중아무에게서도이만한믿음을만

나보지못하였노라 11또너희에게이르노니동서로부

터많은사람이이르러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과함

께천국에앉으려니와 12나라의본자손들은바깥어

두운데쫓겨나거기서울며이를갊이있으리라 13예

수께서백부장에게이르시되가라! 네믿은대로될지

어다! 하시니그시로하인이나으니라 14예수께서베

드로의집에들어가사그의장모가열병으로앓아누

운것을보시고 15그의손을만지시니열병이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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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여인이일어나서예수께수종들더라 16저물매사람

들이귀신들린자를많이데리고예수께오거늘예수

께서말씀으로귀신들을쫓아내시고병든자를다고

치시니 17이는선지자이사야로하신말씀에우리연

약한것을친히담당하시고병을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하심이더라 18예수께서무리가자기를에워쌈

을보시고저편으로건너가기를명하시니라 19한서

기관이나아와예수께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저는좇으리이다' 20예수께서이르시되여우

도굴이있고공중의새도거처가있으되오직인자는

머리둘곳이없다하시더라 21제자중에또하나가가

로되 `주여! 나로먼저가서부친을장사하게허락하옵

소서' 22예수께서가라사대죽은자들로저희죽은자

를장사하게하고너는나를좇으라! 하시니라 23배에

오르시매제자들이좇았더니 24바다에큰놀이일어나

물결이배에덮이게되었으되예수는주무시는지라 25

그제자들이나아와깨우며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죽겠나이다' 26예수께서이르시되어찌하여무

서워하느냐?믿음이적은자들아! 하시고곧일어나사

바람과바다를꾸짖으신대아주잔잔하게되거늘 27그

사람들이기이히여겨가로되 `이어떠한사람이기에

바람과바다도순종하는고' 하더라 28또예수께서건

너편가다라지방에가시매귀신들린자둘이무덤사

이에서나와예수를만나니저희는심히사나와아무

도그길로지나갈수없을만하더라 29이에저희가소

리질러가로되 `하나님의아들이여! 우리와당신과무

슨상관이있나이까?때가이르기전에우리를괴롭게

하려고여기오셨나이까' 하더니 30마침멀리서많은

돼지떼가먹고있는지라 31귀신들이예수께간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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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되 `만일우리를쫓아내실진대돼지떼에들여보

내소서' 한대 32저희더러가라하시니귀신들이나와

서돼지에게로들어가는지라온떼가비탈로내리달아

바다에들어가서물에서몰사하거늘 33치던자들이달

아나시내에들어가이모든일과귀신들린자의일을

고하니 34온시내가예수를만나려고나가서보고그

지방에서떠나시기를간구하더라

9예수께서배에오르사건너가본동네에이르시니 2

침상에누운중풍병자를사람들이데리고오거늘예수

께서저희의믿음을보시고중풍병자에게이르시되소

자야안심하라네죄사함을받았느니라! 3어떤서기관

들이속으로이르되 `이사람이참람하도다' 4예수께

서그생각을아시고가라사대너희가어찌하여마음

에악한생각을하느냐? 5네죄사함을받았느니라하

는말과일어나걸어가라하는말이어느것이쉽겠느

냐? 6그러나인자가세상에서죄를사하는권세가있

는줄을너희로알게하려하노라하시고중풍병자에

게말씀하시되일어나네침상을가지고집으로가라!

하시니 7그가일어나집으로돌아가거늘 8무리가보

고두려워하며이런권세를사람에게주신하나님께

영광을돌리니라 9예수께서거기서떠나지나가시다

가마태라하는사람이세관에앉은것을보시고이르

시되나를좇으라! 하시니일어나좇으니라 10예수께

서마태의집에서앉아음식을잡수실때에많은세리

와죄인들이와서예수와그제자들과함께앉았더니

11바리새인들이보고그제자들에게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선생은세리와죄인들과함께잡수시느냐?' 12예

수께서들으시고이르시되건강한자에게는의원이쓸

데없고병든자에게라야쓸데있느니라 13너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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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내가긍휼을원하고제사를원치아니하노라하신

뜻이무엇인지배우라내가의인을부르러온것이아

니요죄인을부르러왔노라하시니라 14그때에요한

의제자들이예수께나아와가로되 `우리와바리새인

들은금식하는데어찌하여당신의제자들은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혼인

집손님들이신랑과함께있을동안에슬퍼할수있느

뇨그러나신랑을빼앗길날이이르리니그때에는금

식할것이니라 16생베조각을낡은옷에붙이는자가

없나니이는기운것이그옷을당기어해어짐이더하

게됨이요 17새포도주를낡은가죽부대에넣지아니

하나니그렇게하면부대가터져포도주도쏟아지고

부대도버리게됨이라새포도주는새부대에넣어야

둘이다보전되느니라 18예수께서이말씀을하실때

에한직원이와서절하고가로되 `내딸이방장죽었사

오나오셔서그몸에손을얹으소서그러면살겠나이

다'하니 19예수께서일어나따라가시매제자들도가

더니 20열두해를혈루증으로앓는여자가예수의뒤

로와서그겉옷가를만지니 21이는제마음에 `그겉

옷만만져도구원을받겠다' 함이라 22예수께서돌이

켜그를보시며가라사대딸아안심하라네믿음이너

를구원하였다!하시니여자가그시로구원을받으니

라 23예수께서그직원의집에가사피리부는자들과

훤화하는무리를보시고 24가라사대물러가라이소녀

가죽은것이아니라잔다하시니저들이비웃더라 25

무리를내어보낸후에예수께서들어가사소녀의손

을잡으시매일어나는지라 26그소문이그온땅에퍼

지더라 27예수께서거기서떠나가실새두소경이따

라오며소리질러가로되다윗의자손이여! 우리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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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히여기소서하더니 28예수께서집에들어가시매소

경들이나아오거늘예수께서이르시되내가능히이

일할줄을믿느냐?대답하되주여! 그러하오이다하니

29이에예수께서저희눈을만지시며가라사대너희

믿음대로되라! 하신대 30그눈들이밝아진지라예수

께서엄히경계하시되삼가아무에게도알게하지말

라하셨으나 31저희가나가서예수의소문을그온땅

에전파하니라 32저희가나갈때에귀신들려벙어리

된자를예수께데려오니 33귀신이쫓겨나고벙어리가

말하거늘무리가기이히여겨가로되이스라엘가운데

서이런일을본때가없다하되 34바리새인들은가로

되 `저가귀신의왕을빙자하여귀신을쫓아낸다'하더

라 35예수께서모든성과촌에두루다니사저희회당

에서가르치시며천국복음을전파하시며모든병과모

든약한것을고치시니라 36무리를보시고민망히여

기시니이는저희가목자없는양과같이고생하며유

리함이라 37이에제자들에게이르시되추수할것은많

되일군은적으니 38그러므로추수하는주인에게청하

여추수할일군들을보내어주소서하라하시니라

10예수께서그열두제자를부르사더러운귀신을

쫓아내며모든병과모든약한것을고치는권능을주

시니라 2열두사도의이름은이러하니베드로라하는

시몬을비롯하여그의형제안드레와,세베대의아들

야고보와, 그의형제요한, 3빌립과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태, 알패오의아들야고보와, 다대오, 4가나안

인시몬과, 및가룟유다곧예수를판자라 5예수께서

이열둘을내어보내시며명하여가라사대이방인의

길로도가지말고사마리아인의고을에도들어가지말

고 6차라리이스라엘집의잃어버린양에게로가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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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전파하여말하되천국이가까왔다하고 8병든

자를고치며죽은자를살리며문둥이를깨끗하게하

며귀신을쫓아내되너희가거저받았으니거저주어

라 9너희전대에금이나은이나동이나가지지말고

10여행을위하여주머니나두벌옷이나신이나지팡

이를가지지말라이는일군이저먹을것받는것이마

땅함이니라 11아무성이나촌에들어가든지그중에

합당한자를찾아내어너희떠나기까지거기서머물라

12또그집에들어가면서평안하기를빌라 13그집이

이에합당하면너희빈평안이거기임할것이요만일

합당치아니하면그평안이너희에게돌아올것이니라

14누구든지너희를영접도아니하고너희말을듣지도

아니하거든그집이나성에서나가너희발의먼지를

떨어버리라 15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심판날

에소돔과고모라땅이그성보다견디기쉬우리라 16

보라내가너희를보냄이양을이리가운데보냄과같

도다그러므로너희는뱀같이지혜롭고비둘기같이순

결하라 17사람들을삼가라저희가너희를공회에넘겨

주겠고저희회당에서채찍질하리라 18또너희가나를

인하여총독들과임금들앞에끌려가리니이는저희

와이방인들에게증거가되게하려하심이라 19너희를

넘겨줄때에어떻게또는무엇을말할까염려치말라

그때에무슨말할것을주시리니 20말하는이는너희

가아니라너희속에서말씀하시는자곧너희아버지

의성령이시니라 21장차형제가형제를아비가자식을

죽는데내어주며자식들이부모를대적하여죽게하

리라 22또너희가내이름을인하여모든사람에게미

움을받을것이나나중까지견디는자는구원을얻으

리라 23이동네에서너희를핍박하거든저동네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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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이스라엘의모든

동네를다다니지못하여서인자가오리라 24제자가

그선생보다또는종이그상전보다높지못하나니 25

제자가그선생같고종이그상전같으면족하도다집

주인을바알세불이라하였거든하물며그집사람들이

랴 26그런즉저희를두려워하지말라감추인것이드

러나지않을것이없고숨은것이알려지지않을것이

없느니라 27내가너희에게어두운데서이르는것을

광명한데서말하며너희가귓속으로듣는것을집위

에서전파하라 28몸은죽여도영혼은능히죽이지못

하는자들을두려워하지말고오직몸과영혼을능히

지옥에멸하시는자를두려워하라! (Geenna g1067) 29참새

두마리가한앗사리온에팔리는것이아니냐그러나

너희아버지께서허락지아니하시면그하나라도땅에

떨어지지아니하리라 30너희에게는머리털까지다세

신바되었나니 31두려워하지말라너희는많은참새보

다귀하니라 32누구든지사람앞에서나를시인하면

나도하늘에계신내아버지앞에서저를시인할것이

요 33누구든지사람앞에서나를부인하면나도하늘

에계신내아버지앞에서저를부인하리라 34내가세

상에화평을주러온줄로생각지말라화평이아니요

검을주러왔노라 35내가온것은사람이그아비와, 딸

이어미와,며느리가시어미와불화하게하려함이니

36사람의원수가자기집안식구리라 37아비나어미를

나보다더사랑하는자는내게합당치아니하고아들

이나딸을나보다더사랑하는자도내게합당치아니

하고 38또자기십자가를지고나를좇지않는자도내

게합당치아니하니라 39자기목숨을얻는자는잃을

것이요나를위하여자기목숨을잃는자는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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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너희를영접하는자는나를영접하는것이요나를

영접하는자는나보내신이를영접하는것이니라 41

선지자의이름으로선지자를영접하는자는선지자의

상을받을것이요의인의이름으로의인을영접하는

자는의인의상을받을것이요 42또누구든지제자의

이름으로이소자중하나에게냉수한그릇이라도주

는자는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그사람이결

단코상을잃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11예수께서열두제자에게명하시기를마치시고이

에저희여러동네에서가르치시며전도하시려고거기

를떠나가시니라 2요한이옥에서그리스도의하신일

을듣고제자들을보내어 3예수께여짜오되 `오실그

이가당신이오니이까?우리가다른이를기다리오리이

까?' 4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너희가가서듣고

보는것을요한에게고하되 5소경이보며앉은뱅이가

걸으며문둥이가깨끗함을받으며귀머거리가들으며

죽은자가살아나며가난한자에게복음이전파된다

하라 6누구든지나를인하여실족하지아니하는자는

복이있도다하시니라 7저희가떠나매예수께서무리

에게요한에대하여말씀하시되너희가무엇을보려고

광야에나갔더냐?바람에흔들리는갈대냐? 8그러면

너희가무엇을보려고나갔더냐?부드러운옷입은사

람이냐?부드러운옷을입은자들은왕궁에있느니라

9그러면너희가어찌하여나갔더냐?선지자를보려더

냐?옳다,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선지자보다도나은

자니라 10기록된바보라내가내사자를네앞에보내

노니저가네길을네앞에예비하리라하신것이이사

람에대한말씀이니라 11내가진실로너희에게말하노

니여자가낳은자중에세례요한보다큰이가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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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없도다그러나천국에서는극히작은자라도저보

다크니라 12세례요한의때부터지금까지천국은침

노를당하나니침노하는자는빼앗느니라 13모든선지

자와및율법의예언한것이요한까지니 14만일너희

가즐겨받을진대오리라한엘리야가곧이사람이니

라 15귀있는자는들을지어다 16이세대를무엇으로

비유할꼬비유컨대아이들이장터에앉아제동무를

불러 17가로되우리가너희를향하여피리를불어도

너희가춤추지않고우리가애곡하여도너희가가슴을

치지아니하였다함과같도다 18요한이와서먹지도

않고마시지도아니하매저희가말하기를귀신이들렸

다하더니 19인자는와서먹고마시매말하기를보라

먹기를탐하고포도주를즐기는사람이요세리와죄인

의친구로다하니지혜는그행한일로인하여옳다함

을얻느니라 20예수께서권능을가장많이베푸신고

을들이회개치아니하므로그때에책망하시되 21화가

있을진저고라신아! 화가있을진저벳새다야! 너희에

게서행한모든권능을두로와시돈에서행하였더면

저희가벌써베옷을입고재에앉아회개하였으리라

22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심판날에두로와시돈이너

희보다견디기쉬우리라 23가버나움아! 네가하늘에까

지높아지겠느냐?음부에까지낮아지리라네게서행한

모든권능을소돔에서행하였더면그성이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Hadēs g86) 24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심판

날에소돔땅이너보다견디기쉬우리라하시니라 25

그때에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천지의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지혜롭고슬기있는자들에게는숨

기시고어린아이들에게는나타내심을감사하나이다

26옳소이다이렇게된것이아버지의뜻이니이다 27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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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모든것을내게주셨으니아버지외에는

아들을아는자가없고아들과또아들의소원대로계

시를받는자외에는아버지를아는자가없느니라 28

수고하고무거운짐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내가너

희를쉬게하리라 29나는마음이온유하고겸손하니

나의멍에를메고내게배우라그러면너희마음이쉼

을얻으리니 30이는내멍에는쉽고내짐은가벼움이

라하시니라

12그때에예수께서안식일에밀밭사이로가실새제

자들이시장하여이삭을잘라먹으니 2바리새인들이

보고예수께고하되 `보시오당신의제자들이안식일

에하지못할일을하나이다' 3예수께서가라사대다

윗이자기와그함께한자들이시장할때에한일을읽

지못하였느냐? 4그가하나님의전에들어가서제사장

외에는자기나그함께한자들이먹지못하는진설병

을먹지아니하였느냐? 5또안식일에제사장들이성전

안에서안식을범하여도죄가없음을너희가율법에서

읽지못하였느냐? 6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성전보다

더큰이가여기있느니라! 7나는자비를원하고제사

를원치아니하노라하신뜻을너희가알았더면무죄

한자를죄로정치아니하였으리라 8인자는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거기를떠나저희회당에들어

가시니 10한편손마른사람이있는지라사람들이예

수를송사하려하여물어가로되 `안식일에병고치는

것이옳으니이까?' 11예수께서가라사대너희중에어

느사람이양한마리가있어안식일에구덩이에빠졌

으면붙잡아내지않겠느냐? 12사람이양보다얼마나

더귀하냐그러므로안식일에선을행하는것이옳으

니라하시고 13이에그사람에게이르시되손을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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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시니저가내밀매다른손과같이회복되어성하

더라 14바리새인들이나가서어떻게하여예수를죽일

꼬의논하거늘 15예수께서아시고거기를떠나가시니

사람이많이좇는지라예수께서저희병을다고치시

고 16자기를나타내지말라경계하셨으니 17이는선

지자이사야로말씀하신바 18보라나의택한종곧내

마음에기뻐하는바나의사랑하는자로다내가내성

령을줄터이니그가심판을이방에알게하리라 19그

가다투지도아니하며들레지도아니하리니아무도길

에서그소리를듣지못하리라 20상한갈대를꺾지아

니하며꺼져가는심지를끄지아니하기를심판하여이

길때까지하리니 21또한이방들이그이름을바라리

라함을이루려하심이니라 22그때에귀신들려눈멀

고벙어리된자를데리고왔거늘예수께서고쳐주시

매그벙어리가말하며보게된지라 23무리가다놀라

가로되 `이는다윗의자손이아니냐' 하니 24바리새인

들은듣고가로되 `이가귀신의왕바알세불을힘입지

않고는귀신을쫓아내지못하느니라' 하거늘 25예수

께서저희생각을아시고가라사대스스로분쟁하는

나라마다황폐하여질것이요스스로분쟁하는동네나

집마다서지못하리라 26사단이만일사단을쫓아내

면스스로분쟁하는것이니그리하고야저의나라가

어떻게서겠느냐 27또내가바알세불을힘입어귀신을

쫓아내면너희아들들은누구를힘입어쫓아내느냐

그러므로저희가너희재판관이되리라 28그러나내가

하나님의성령을힘입어귀신을쫓아내는것이면하

나님의나라가이미너희에게임하였느니라 29사람이

먼저강한자를결박하지않고야어떻게그강한자의

집에들어가그세간을늑탈하겠느냐결박한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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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을늑탈하리라 30나와함께아니하는자는나를

반대하는자요나와함께모으지아니하는자는헤치

는자니라 31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사람의

모든죄와훼방은사하심을얻되성령을훼방하는것

은사하심을얻지못하겠고 32또누구든지말로인자

를거역하면사하심을얻되누구든지말로성령을거

역하면이세상과오는세상에도사하심을얻지못하

리라 (aiōn g165) 33나무도좋고실과도좋다하든지나무

도좋지않고실과도좋지않다하든지하라그실과로

나무를아느니라 34독사의자식들아! 너희는악하니

어떻게선한말을할수있느냐?이는마음에가득한것

을입으로말함이라 35선한사람은그쌓은선에서선

한것을내고악한사람은그쌓은악에서악한것을내

느니라 36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사람이무슨무익한

말을하든지심판날에이에대하여심문을받으리니

37네말로의롭다함을받고네말로정죄함을받으리

라 38그때에서기관과바리새인중몇사람이말하되

`선생님이여우리에게표적보여주시기를원하나이다

' 39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악하고음란한세대

가표적을구하나선지자요나의표적밖에는보일표

적이없느니라 40요나가밤낮사흘을큰물고기뱃속

에있었던것같이인자도밤낮사흘을땅속에있으리

라 41심판때에니느웨사람들이일어나이세대사람

을정죄하리니이는그들이요나의전도를듣고회개

하였음이어니와요나보다더큰이가여기있으며 42

심판때에남방여왕이일어나이세대사람을정죄하

리니이는그가솔로몬의지혜로운말을들으려고땅

끝에서왔음이어니와솔로몬보다더큰이가여기있

느니라 43더러운귀신이사람에게서나갔을때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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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곳으로다니며쉬기를구하되얻지못하고 44이

에가로되내가나온집으로돌아가리라하고와보니

그집이비고소제되고수리되었거늘 45이에가서저

보다더악한귀신일곱을데리고들어가서거하니그

사람의나중형편이전보다더욱심하게되느니라이

악한세대가또한이렇게되리라 46예수께서무리에게

말씀하실때에그모친과동생들이예수께말하려고

밖에섰더니 47한사람이예수께여짜오되 `보소서당

신의모친과동생들이당신께말하려고밖에섰나이다

' 하니 48말하던사람에게대답하여가라사대누가내

모친이며내동생들이냐? 하시고 49손을내밀어제자

들을가리켜가라사대나의모친과나의동생들을보

라 50누구든지하늘에계신내아버지의뜻대로하는

자가내형제요자매요모친이니라하시더라

13그날에예수께서집에서나가사바닷가에앉으시

매 2큰무리가그에게로모여들거늘예수께서배에

올라가앉으시고온무리는해변에섰더니 3예수께서

비유로여러가지를저희에게말씀하여가라사대씨를

뿌리는자가뿌리러나가서 4뿌릴새더러는길가에

떨어지매새들이와서먹어버렸고 5더러는흙이얇은

돌밭에떨어지매흙이깊지아니하므로곧싹이나오

나 6해가돋은후에타져서뿌리가없으므로말랐고 7

더러는가시떨기위에떨어지매가시가자라서기운을

막았고 8더러는좋은땅에떨어지매혹백배, 혹육십

배, 혹삼십배의결실을하였느니라 9귀있는자는들

으라하시니라 10제자들이예수께나아와가로되 `어

찌하여저희에게비유로말씀하시나이까?' 11대답하

여가라사대천국의비밀을아는것이너희에게는허

락되었으나저희에게는아니되었나니 12무릇있는자



마태복음 1763

는받아넉넉하게되되무릇없는자는그있는것도빼

앗기리라 13그러므로내가저희에게비유로말하기는

저희가보아도보지못하며들어도듣지못하며깨닫

지못함이니라 14이사야의예언이저희에게이루었으

니일렀으되너희가듣기는들어도깨닫지못할것이

요보기는보아도알지못하리라 15이백성들의마음

이완악하여져서그귀는듣기에둔하고눈은감았으

니이는눈으로보고귀로듣고마음으로깨달아돌이

켜내게고침을받을까두려워함이라하였느니라 16

그러나너희눈은봄으로너희귀는들음으로복이있

도다 17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많은선지자와

의인이너희보는것들을보고자하여도보지못하였

고너희듣는것들을듣고자하여도듣지못하였느니

라 18그런즉씨뿌리는비유를들으라 19아무나천국

말씀을듣고깨닫지못할때는악한자가와서그마음

에뿌리는것을빼앗나니이는곧길가에뿌리운자요

20돌밭에뿌리웠다는것은말씀을듣고즉시기쁨으로

받되 21그속에뿌리가없어잠시견디다가말씀을인

하여환난이나핍박이일어나는때에는곧넘어지는

자요 22가시떨기에뿌리웠다는것은말씀을들으나세

상의염려와재리의유혹에말씀이막혀결실치못하

는자요 (aiōn g165) 23좋은땅에뿌리웠다는것은말씀을

듣고깨닫는자니결실하여혹백배, 혹육십배, 혹삼

십배가되느니라하시더라 24예수께서그들앞에또

비유를베풀어가라사대천국은좋은씨를제밭에뿌

린사람과같으니 25사람들이잘때에그원수가와서

곡식가운데가라지를덧뿌리고갔더니 26싹이나고

결실할때에가라지도보이거늘 27집주인의종들이

와서말하되주여밭에좋은씨를심지아니하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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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그러면가라지가어디서생겼나이까 28주인이가로

되원수가이렇게하였구나종들이말하되그러면우

리가가서이것을뽑기를원하시나이까 29주인이가로

되가만두어라가라지를뽑다가곡식까지뽑을까염

려하노라 30둘다추수때까지함께자라게두어라추

수때에내가추숫군들에게말하기를가라지는먼저

거두어불사르게단으로묶고곡식은모아내곳간에

넣으라하리라 31또비유를베풀어가라사대천국은

마치사람이자기밭에갖다심은겨자씨한알같으니

32이는모든씨보다작은것이로되자란후에는나물

보다커서나무가되매공중의새들이와서그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또비유로말씀하시되천국은마치여

자가가루서말속에갖다넣어전부부풀게한누룩과

같으니라 34예수께서이모든것을무리에게비유로

말씀하시고비유가아니면아무것도말씀하지아니하

셨으니 35이는선지자로말씀하신바내가입을열어

비유로말하고창세부터감추인것들을드러내리라함

을이루려하심이니라 36이에예수께서무리를떠나사

집에들어가시니제자들이나아와가로되 `밭의가라

지의비유를우리에게설명하여주소서' 37대답하여

가라사대좋은씨를뿌리는이는인자요 38밭은세상

이요좋은씨는천국의아들들이요가라지는악한자

의아들들이요 39가라지를심은원수는마귀요추수

때는세상끝이요추숫군은천사들이니 (aiōn g165) 40그

런즉가라지를거두어불에사르는것같이세상끝에

도그러하리라 (aiōn g165) 41인자가그천사들을보내리

니저희가그나라에서모든넘어지게하는것과또불

법을행하는자들을거두어내어 42풀무불에던져넣

으리니거기서울며이를갊이있으리라 43그때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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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자기아버지나라에서해와같이빛나리라귀

있는자는들으라 44천국은마치밭에감추인보화와

같으니사람이이를발견한후숨겨두고기뻐하여돌

아가서자기의소유를다팔아그밭을샀느니라 45또

천국은마치좋은진주를구하는장사와같으니 46극

히값진진주하나를만나매가서자기의소유를다팔

아그진주를샀느니라 47또천국은마치바다에치고

각종물고기를모는그물과같으니 48그물에가득하매

물가로끌어내고앉아서좋은것은그릇에담고못된

것은내어버리느니라 49세상끝에도이러하리라천사

들이와서의인중에서악인을갈라내어 (aiōn g165) 50풀

무불에던져넣으리니거기서울며이를갊이있으리

라 51이모든것을깨달았느냐?하시니대답하되 `그러

하오이다' 52예수께서가라사대그러므로천국의제자

된서기관마다마치새것과옛것을그곳간에서내어

오는집주인과같으니라 53예수께서이모든비유를

마치신후에거기를떠나서 54고향으로돌아가사저희

회당에서가르치시니저희가놀라가로되 `이사람의

이지혜와이런능력이어디서났느뇨? 55이는그목수

의아들이아니냐그모친은마리아, 그형제들은야고

보, 요셉, 시몬, 유다라하지않느냐? 56그누이들은다

우리와함께있지아니하냐?그런즉이사람의이모든

것이어디서났느뇨' 하고 57예수를배척한지라예수

께서저희에게말씀하시되선지자가자기고향과자기

집외에서는존경을받지않음이없느니라하시고 58

저희의믿지않음을인하여거기서많은능력을행치

아니하시니라

14그때에분봉왕헤롯이예수의소문을듣고 2그신

하들에게이르되 `이는세례요한이라저가죽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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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살아났으니그러므로이런권능이그속에서

운동하는도다'하더라 3전에헤롯이그동생빌립의

아내헤로디아의일로요한을잡아결박하여옥에가

두었으니 4이는요한이헤롯에게말하되 `당신이그

여자를취한것이옳지않다'하였음이라 5헤롯이요

한을죽이려하되민중이저를선지자로여기므로민

중을두려워하더니 6마침헤롯의생일을당하여헤로

디아의딸이연석가운데서춤을추어헤롯을기쁘게

하니 7헤롯이맹세로 `그에게무엇이든지달라는대로

주겠다'허락하거늘 8그가제어미의시킴을듣고가

로되 `세례요한의머리를소반에담아여기서내게주

소서' 하니 9왕이근심하나자기의맹세한것과그함

께앉은사람들을인하여주라명하고 10사람을보내

어요한을옥에서목베어 11그머리를소반에담아다

가그여아에게주니그가제어미에게가져가니라 12

요한의제자들이와서시체를가져다가장사하고가서

예수께고하니라 13예수께서들으시고배를타고떠나

사따로빈들에가시니무리가듣고여러고을로부터

걸어서좇아간지라 14예수께서나오사큰무리를보시

고불쌍히여기사그중에있는병인을고쳐주시니라

15저녁이되매제자들이나아와가로되 `이곳은빈들

이요때도이미저물었으니무리를보내어마을에들

어가먹을것을사먹게하소서' 16예수께서가라사대

갈것없다너희가먹을것을주라 17제자들이가로되

`여기우리에게있는것은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

뿐이니이다' 18가라사대그것을내게가져오라하시고

19무리를명하여잔디위에앉히시고떡다섯개와물

고기두마리를가지사하늘을우러러축사하시고떡

을떼어제자들에게주시매제자들이무리에게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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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다배불리먹고남은조각을열두바구니에차게거

두었으며 21먹은사람은여자와아이외에오천명이

나되었더라 22예수께서즉시제자들을재촉하사자기

가무리를보내는동안에배를타고앞서건너편으로

가게하시고 23무리를보내신후에기도하러따로산

에올라가시다저물매거기혼자계시더니 24배가이

미육지에서수리나떠나서바람이거슬리므로물결

을인하여고난을당하더라 25밤사경에예수께서바

다위로걸어서제자들에게오시니 26제자들이그바

다위로걸어오심을보고놀라유령이라하며무서워

하여소리지르거늘 27예수께서즉시일러가라사대안

심하라내니두려워말라! 28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

되 `주여만일주시어든나를명하사물위로오라하소

서' 한대 29오라! 하시니베드로가배에서내려물위로

걸어서예수께로가되 30바람을보고무서워빠져가

는지라소리질러가로되 `주여나를구원하소서'하니

31예수께서즉시손을내밀어저를붙잡으시며가라사

대믿음이적은자여! 왜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배에

함께오르매바람이그치는지라 33배에있는사람들이

예수께절하며가로되 `진실로하나님의아들이로소이

다' 하더라 34저희가건너가게네사렛땅에이르니 35

그곳사람들이예수신줄을알고그근방에두루통지

하여모든병든자를예수께데리고와서 36다만예수

의옷가에라도손을대게하시기를간구하니손을대

는자는다나음을얻으니라

15그때에바리새인과서기관들이예루살렘으로부

터예수께나아와가로되 2 `당신의제자들이어찌하여

장로들의유전을범하나이까떡먹을때에손을씻지

아니하나이다' 3대답하여가라사대너희는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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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유전으로하나님의계명을범하느뇨 4하나님이

이르셨으되네부모를공경하라하시고또아비나어

미를훼방하는자는반드시죽으리라하셨거늘 5너희

는가로되누구든지아비에게나어미에게말하기를내

가드려유익하게할것이하나님께드림이되었다고

하기만하면 6그부모를공경할것이없다하여너희

유전으로하나님의말씀을폐하는도다 7외식하는자

들아이사야가너희에게대하여잘예언하였도다일렀

으되 8이백성이입술로는나를존경하되마음은내게

서멀도다 9사람의계명으로교훈을삼아가르치니나

를헛되이경배하는도다하였느니라하시고 10무리를

불러이르시되듣고깨달으라 11입에들어가는것이

사람을더럽게하는것이아니라입에서나오는그것

이사람을더럽게하는것이니라 12이에제자들이나

아와가로되 `바리새인들이이말씀을듣고걸림이된

줄아시나이까' 13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심은

것마다내천부께서심으시지않은것은뽑힐것이니

14그냥두어라저희는소경이소경을인도하는자로다

만일소경이되어소경을인도하면둘이다구덩이에

빠지리라하신대 15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되 `이비

유를우리에게설명하여주옵소서' 16예수께서가라사

대너희도아직까지깨달음이없느냐? 17입으로들어

가는모든것은배로들어가서뒤로내어버려지는줄

을알지못하느냐 18입에서나오는것들은마음에서

나오나니이것이야말로사람을더럽게하느니라 19마

음에서나오는것은악한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과,도적질과,거짓증거와,훼방이니 20이런것들이사

람을더럽게하는것이요씻지않은손으로먹는것은

사람을더럽게하지못하느니라 21예수께서거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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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두로와시돈지방으로들어가시니 22가나안여자

하나가그지경에서나와서소리질러가로되 `주다윗

의자손이여! 나를불쌍히여기소서내딸이흉악히귀

신들렸나이다' 하되 23예수는한말씀도대답지아니

하시니제자들이와서청하여말하되 `그여자가우리

뒤에서소리를지르오니보내소서' 24예수께서대답하

여가라사대나는이스라엘집의잃어버린양외에는

다른데로보내심을받지아니하였노라하신대 25여자

가와서예수께절하며가로되 `주여! 저를도우소서'

26대답하여가라사대자녀의떡을취하여개들에게던

짐이마땅치아니하니라 27여자가가로되 `주여! 옳소

이다마는개들도제주인의상에서떨어지는부스러기

를먹나이다' 하니 28이에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

대여자야네믿음이크도다! 네 소원대로되리라! 하시

니그시로부터그의딸이나으니라 29예수께서거기

서떠나사갈릴리호숫가에이르러산에올라가거기

앉으시니 30큰무리가절뚝발이와불구자와소경과벙

어리와기타여럿을데리고와서예수의발앞에두매

고쳐주시니 31벙어리가말하고불구자가건전하고절

뚝발이가걸으며소경이보는것을무리가보고기이

히여겨이스라엘의하나님께영광을돌리니라 32예수

께서제자들을불러가라사대내가무리를불쌍히여

기노라저희가나와함께있은지이미사흘이매먹을

것이없도다길에서기진할까하여굶겨보내지못하

겠노라 33제자들이가로되 `광야에있어우리가어디

서이런무리의배부를만큼떡을얻으리이까?' 34예수

께서가라사대너희에게떡이몇개나있느냐?가로되

`일곱개와작은생선두어마리가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무리를명하여땅에앉게하시고 36떡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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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그생선을가지사축사하시고떼어제자들에게

주시니제자들이무리에게주매 37다배불리먹고남

은조각을일곱광주리에차게거두었으며 38먹은자

는여자와아이외에사천명이었더라 39예수께서무

리를흩어보내시고배에오르사마가단지경에가시

니라

16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이와서예수를시험하여

하늘로서오는표적보이기를청하니 2예수께서대답

하여가라사대너희가저녁에하늘이붉으면날이좋

겠다하고 3아침에하늘이붉고흐리면오늘은날이

궂겠다하나니너희가천기는분별할줄알면서시대

의표적은분별할수없느냐? 4악하고음란한세대가

표적을구하나요나의표적밖에는보여줄표적이없

느니라하시고저희를떠나가시다 5제자들이건너편

으로갈새떡가져가기를잊었더니 6예수께서이르시

되삼가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의누룩을주의하라하

신대 7제자들이서로의논하여가로되 `우리가떡을

가져오지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예수께서아시고가

라사대믿음이적은자들아!어찌떡이없음으로서로

의논하느냐? 9너희가아직도깨닫지못하느냐? 떡다

섯개로오천명을먹이고주운것이몇바구니며 10떡

일곱개로사천명을먹이고주운것이몇광주리이던

것을기억지못하느냐? 11어찌내말한것이떡에관함

이아닌줄을깨닫지못하느냐오직바리새인과사두

개인들의누룩을주의하라하시니 12그제야제자들이

떡의누룩이아니요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의교훈을

삼가라고말씀하신줄을깨달으니라 13예수께서가이

사랴빌립보지방에이르러제자들에게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인자를누구라하느냐? 14가로되 `더러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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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요한, 더러는엘리야, 어떤이는예레미야나선지자

중의하나라하나이다' 15가라사대너희는나를누구

라하느냐? 16시몬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되 `주는그

리스도시요! 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바요나시몬아네가복이

있도다이를네게알게한이는혈육이아니요하늘에

계신내아버지시니라 18또내가네게이르노니너는

베드로라내가이반석위에내교회를세우리니음부

의권세가이기지못하리라 (Hadēs g86) 19내가천국열

쇠를네게주리니네가땅에서무엇이든지매면하늘

에서도매일것이요네가땅에서무엇이든지풀면하

늘에서도풀리리라하시고 20이에제자들을경계하사

자기가그리스도인것을아무에게도이르지말라하시

니라 21이때로부터예수그리스도께서자기가예루살

렘에올라가장로들과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많

은고난을받고죽임을당하고제삼일에살아나야할

것을제자들에게비로소가르치시니 22베드로가예수

를붙들고간하여가로되 `주여그리마옵소서이일이

결코주에게미치지아니하리이다' 23예수께서돌이키

시며베드로에게이르시되사단아! 내뒤로물러가라

너는나를넘어지게하는자로다네가하나님의일을

생각지아니하고도리어사람의일을생각하는도다하

시고 24이에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아무든지

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십자가를

지고나를좇을것이니라 25누구든지제목숨을구원

코자하면잃을것이요누구든지나를위하여제목숨

을잃으면찾으리라 26사람이만일온천하를얻고도

제목숨을잃으면무엇이유익하리요사람이무엇을

주고제목숨을바꾸겠느냐 27인자가아버지의영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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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천사들과함께오리니그때에각사람의행한대

로갚으리라 28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여기섰는

사람중에죽기전에인자가그왕권을가지고오는것

을볼자들도있느니라

17엿새후에예수께서베드로와야고보와그형제요

한을데리시고따로높은산에올라가셨더니 2저희

앞에서변형되사그얼굴이해같이빛나며옷이빛과

같이희어졌더라 3때에모세와엘리야가예수로더불

어말씀하는것이저희에게보이거늘 4베드로가예수

께여짜와가로되 `주여우리가여기있는것이좋사오

니주께서만일원하시면내가여기서초막셋을짓되

하나는주를위하여, 하나는모세를위하여, 하나는엘

리야를위하여하리이다' 5말할때에홀연히빛난구

름이저희를덮으며구름속에서소리가나서가로되

`이는내사랑하는아들이요내기뻐하는자니너희는

저의말을들으라!' 하는지라 6제자들이듣고엎드리

어심히두려워하니 7예수께서나아가저희에게손을

대시며가라사대일어나라두려워말라하신대 8제자

들이눈을들고보매오직! 예수외에는아무도보이지

아니하더라 9저희가산에서내려올때에예수께서명

하여가라사대인자가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기전

에는본것을아무에게도이르지말라하시니 10제자

들이묻자와가로되 `그러면어찌하여서기관들이엘

리야가먼저와야하리라하나이까?' 11예수께서대답

하여가라사대엘리야가과연먼저와서모든일을회

복하리라 12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엘리야가이미왔

으되사람들이알지못하고임의로대우하였도다인자

도이와같이그들에게고난을받으리라하시니 13그

제야제자들이예수의말씀하신것이세례요한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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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깨달으니라 14저희가무리에게이르매한사람이예

수께와서꿇어엎드리어가로되 15 `주여! 내아들을

불쌍히여기소서저가간질로심히고생하여자주불

에도넘어지며물에도넘어지는지라 16내가주의제자

들에게데리고왔으나능히고치지못하더이다' 17예

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믿음이없고패역한세대여

! 내가얼마나너희와함께있으며얼마나너희를참으

리요그를이리로데려오라하시다 18이에예수께서

꾸짖으시니귀신이나가고아이가그때부터나으니라

19이때에제자들이종용히예수께나아와가로되 `우

리는어찌하여쫓아내지못하였나이까?' 20가라사대

너희믿음이적은연고니라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가만일믿음이한겨자씨만큼만있으면이산을

명하여여기서저기로옮기라하여도옮길것이요또

너희가못할것이없으리라 21 (없음) 22갈릴리에모

일때에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인자가장차

사람들의손에넘기워 23죽임을당하고제삼일에살

아나리라하시니제자들이심히근심하더라 24가버나

움에이르니반세겔받는자들이베드로에게나아와

가로되너의선생이반세겔을내지아니하느냐? 25가

로되 `내신다'하고집에들어가니예수께서먼저가라

사대시몬아, 네생각은어떠하뇨?세상임금들이뉘게

관세와정세를받느냐?자기아들에게냐?타인에게냐?

26베드로가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가라사

대그러하면아들들은세를면하리라 27그러나우리가

저희로오해케하지않기위하여네가바다에가서낚

시를던져먼저오르는고기를가져입을열면돈한세

겔을얻을것이니가져다가나와너를위하여주라하

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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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그때에제자들이예수께나아와가로되 `천국에서

는누가크니이까?' 2예수께서한어린아이를불러저

희가운데세우시고 3가라사대진실로너희에게이르

노니너희가돌이켜어린아이들과같이되지아니하

면결단코천국에들어가지못하리라 4그러므로누구

든지이어린아이와같이자기를낮추는그이가천국

에서큰자니라 5또누구든지내이름으로이런어린

아이하나를영접하면곧나를영접함이니 6누구든지

나를믿는이소자중하나를실족케하면차라리연자

맷돌을그목에달리우고깊은바다에빠뜨리우는것이

나으리라 7실족케하는일들이있음을인하여세상에

화가있도다실족케하는일이없을수는없으나실족

케하는그사람에게는화가있도다 8만일네손이나

네발이너를범죄케하거든찍어내버리라불구자나

절뚝발이로영생에들어가는것이두손과두발을가

지고영원한불에던지우는것보다나으니라 (aiōnios

g166) 9만일네눈이너를범죄케하거든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영생에들어가는것이두눈을가지고지옥

불에던지우는것보다나으니라 (Geenna g1067) 10삼가이

소자중에하나도업신여기지말라너희에게말하노

니저희천사들이하늘에서하늘에계신내아버지의

얼굴을항상뵈옵느니라 11 (없음) 12너희생각에는

어떻겠느뇨만일어떤사람이양일백마리가있는데

그중에하나가길을잃었으면그아흔아홉마리를산

에두고가서길잃은양을찾지않겠느냐 13진실로너

희에게이르노니만일찾으면길을잃지아니한아흔

아홉마리보다이것을더기뻐하리라 14이와같이이

소자중에하나라도잃어지는것은하늘에계신너희

아버지의뜻이아니니라 15네형제가죄를범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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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너와그사람과만상대하여권고하라만일들으

면네가네형제를얻은것이요 16만일듣지않거든한

두사람을데리고가서두세증인의입으로말마다증

참케하라 17만일그들의말도듣지않거든교회에말

하고교회의말도듣지않거든이방인과세리와같이

여기라 18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무엇이든지너희

가땅에서매면하늘에서도매일것이요무엇이든지

땅에서풀면하늘에서도풀리리라 19진실로다시너희

에게이르노니너희중에두사람이땅에서합심하여

무엇이든지구하면하늘에계신내아버지께서저희를

위하여이루게하시리라 20두세사람이내이름으로

모인곳에는나도그들중에있느니라 21그때에베드

로가나아와가로되 `주여, 형제가내게죄를범하면몇

번이나용서하여주리이까? 일곱번까지하오리이까?'

22예수께서가라사대네게이르노니일곱번뿐아니라

일흔번씩일곱번이라도할지니라 23이러므로천국은

그종들과회계하려하던어떤임금과같으니 24회계

할때에일만달란트빚진자하나를데려오매 25갚을

것이없는지라주인이명하여그몸과처와자식들과

모든소유를다팔아갚게하라한대 26그종이엎드리

어절하며가로되내게참으소서다갚으리이다하거

늘 27그종의주인이불쌍히여겨놓아보내며그빚을

탕감하여주었더니 28그종이나가서제게백데나리

온빚진동관하나를만나붙들어목을잡고가로되빚

을갚으라하매 29그동관이엎드리어간구하여가로

되나를참아주소서갚으리이다하되 30허락하지아

니하고이에가서저가빚을갚도록옥에가두거늘 31

그동관들이그것을보고심히민망하여주인에게가

서그일을다고하니 32이에주인이저를불러다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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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악한종아네가빌기에내가네빚을전부탕감하

여주었거늘 33내가너를불쌍히여김과같이너도네

동관을불쌍히여김이마땅치아니하냐하고 34주인이

노하여그빚을다갚도록저를옥졸들에게붙이니라

35너희가각각중심으로형제를용서하지아니하면내

천부께서도너희에게이와같이하시리라

19예수께서이말씀을마치시고갈릴리에서떠나요

단강건너유대지경에이르시니 2큰무리가좇거늘

예수께서거기서저희병을고치시더라 3바리새인들

이예수께나아와그를시험하여가로되 `사람이아무

연고를물론하고그아내를내어버리는것이옳으니이

까' 4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사람을지으신이가

본래저희를남자와여자로만드시고 5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사람이그부모를떠나서아내에게합하여

그둘이한몸이될지니라하신것을읽지못하였느냐?

6이러한즉이제둘이아니요한몸이니그러므로하나

님이짝지어주신것을사람이나누지못할지니라!하

시니 7여짜오되 `그러하면어찌하여모세는이혼증서

를주어서내어버리라명하였나이까' 8예수께서가라

사대모세가너희마음의완악함을인하여아내내어

버림을허락하였거니와본래는그렇지아니하니라 9

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누구든지음행한연고외에

아내를내어버리고다른데장가드는자는간음함이니

라 10제자들이가로되 `만일사람이아내에게이같이

할진대장가들지않는것이좋삽나이다' 11예수께서

가라사대사람마다이말을받지못하고오직타고난

자라야할지니라 12어미의태로부터된고자도있고

사람이만든고자도있고천국을위하여스스로된고

자도있도다이말을받을만한자는받을지어다 13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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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사람들이예수의안수하고기도하심을바라고어린

아이들을데리고오매제자들이꾸짖거늘 14예수께서

가라사대어린아이들을용납하고내게오는것을금

하지말라천국이이런자의것이니라하시고 15저희

위에안수하시고거기서떠나시니라 16어떤사람이주

께와서가로되 `선생님이여내가무슨선한일을하여

야영생을얻으리이까?' (aiōnios g166) 17예수께서가라사

대어찌하여선한일을내게묻느냐?선한이는오직한

분이시니라! 네가생명에들어가려면계명들을지키

라 18가로되 `어느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가라사

대살인하지말라, 간음하지말라, 도적질하지말라, 거

짓증거하지말라, 19네부모를공경하라, 네이웃을네

몸과같이사랑하라하신것이니라 20그청년이가로

되 `이모든것을내가지키었사오니아직도무엇이부

족하니이까?' 21예수께서가라사대네가온전하고자

할진대가서네소유를팔아가난한자들을주라그리

하면하늘에서보화가네게있으리라그리고와서나

를좇으라하시니 22그청년이재물이많으므로이말

씀을듣고근심하며가니라 23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

르시되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부자는천국에

들어가기가어려우니라 24다시너희에게말하노니약

대가바늘귀로들어가는것이부자가하나님의나라에

들어가는것보다쉬우니라하신대 25제자들이듣고심

히놀라가로되 `그런즉누가구원을얻을수있으리이

까' 26예수께서저희를보시며가라사대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하나님으로서는다할수있느니라 27이

에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되 `보소서우리가모든것

을버리고주를좇았사오니그런즉우리가무엇을얻

으리이까?' 28예수께서가라사대내가진실로너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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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르노니세상이새롭게되어인자가자기영광의

보좌에앉을때에나를좇는너희도열두보좌에앉아

이스라엘열두지파를심판하리라 29또내이름을위

하여집이나형제나자매나부모나자식이나전토를

버린자마다여러배를받고또영생을상속하리라

(aiōnios g166) 30그러나먼저된자로서나중되고나중된

자로서먼저될자가많으니라

20천국은마치품군을얻어포도원에들여보내려고

이른아침에나간집주인과같으니 2저가하루한데

나리온씩품군들과약속하여포도원에들여보내고 3

또제삼시에나가보니장터에놀고섰는사람들이또

있는지라 4저희에게이르되너희도포도원에들어가

라내가너희에게상당하게주리라하니저희가가고 5

제육시와제구시에또나가그와같이하고 6제십일

시에도나가보니섰는사람들이또있는지라 7가로되

너희는어찌하여종일토록놀고여기섰느뇨가로되

우리를품군으로쓰는이가없음이니이다가로되너희

도포도원에들어가라하니라 8저물매포도원주인이

청지기에게이르되품군들을불러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먼저온자까지삯을주라하니 9제십일시

에온자들이와서한데나리온씩을받거늘 10먼저온

자들이와서더받을줄알았더니저희도한데나리온

씩받은지라 11받은후집주인을원망하여가로되 12

나중온이사람들은한시간만일하였거늘저희를종

일수고와더위를견딘우리와같게하였나이다 13주

인이그중의한사람에게대답하여가로되친구여내

가네게잘못한것이없노라네가나와한데나리온의

약속을하지아니하였느냐 14네것이나가지고가라

나중온이사람에게너와같이주는것이내뜻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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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내것을가지고내뜻대로할것이아니냐내가선하

므로네가악하게보느냐 16이와같이나중된자로서

먼저되고먼저된자로서나중되리라 17예수께서예

루살렘으로올라가려하실때에열두제자를따로데

리시고길에서이르시되 18보라,우리가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인자가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넘기

우매저희가죽이기로결안하고 19이방인들에게넘겨

주어그를능욕하며채찍질하며십자가에못박게하리

니제삼일에살아나리라 20그때에세베대의아들의

어미가그아들들을데리고예수께와서절하며무엇

을구하니 21예수께서가라사대무엇을원하느뇨? 가

로되 `이나의두아들을주의나라에서하나는주의우

편에하나는주의좌편에앉게명하소서' 22예수께서

대답하여가라사대너희구하는것을너희가알지못

하는도다나의마시려는잔을너희가마실수있느냐?

저희가말하되 `할수있나이다' 23가라사대너희가과

연내잔을마시려니와내좌우편에앉는것은나의줄

것이아니라내아버지께서누구를위하여예비하셨든

지그들이얻을것이니라 24열제자가듣고그두형제

에대하여분히여기거늘 25예수께서제자들을불러다

가가라사대이방인의집권자들이저희를임의로주관

하고그대인들이저희에게권세를부리는줄을너희

가알거니와 26너희중에는그렇지아니하니너희중

에누구든지크고자하는자는너희를섬기는자가되

고 27너희중에누구든지으뜸이되고자하는자는너

희종이되어야하리라 28인자가온것은섬김을받으

려함이아니라도리어섬기려하고자기목숨을많은

사람의대속물로주려함이니라 29저희가여리고에서

떠나갈때에큰무리가예수를좇더라 30소경둘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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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앉았다가예수께서지나가신다함을듣고소리질

러가로되 `주여! 우리를불쌍히여기소서다윗의자손

이여'하니 31무리가꾸짖어잠잠하라하되더욱소리

질러가로되 `주여! 우리를불쌍히여기소서다윗의자

손이여' 하는지라 32예수께서머물러서서저희를불

러 33가라사대너희에게무엇을하여주기를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눈뜨기를원하나이다' 34예수께

서민망히여기사저희눈을만지시니곧보게되어저

희가예수를좇으니라

21저희가예루살렘에가까이와서감람산벳바게에

이르렀을때에예수께서두제자를보내시며 2이르시

되너희맞은편마을로가라곧매인나귀와나귀새끼

가함께있는것을보리니풀어내게로끌고오너라 3

만일누가무슨말을하거든주가쓰시겠다! 하라그리

하면즉시보내리라하시니 4이는선지자로하신말씀

을이루려하심이라일렀으되 5시온딸에게이르기를

네왕이네게임하나니그는겸손하여나귀곧멍에메

는짐승의새끼를탔도다하라하였느니라 6제자들이

가서예수의명하신대로하여 7나귀와나귀새끼를끌

고와서자기들의겉옷을그위에얹으매예수께서그

위에타시니 8무리의대부분은그겉옷을길에펴며

다른이는나무가지를베어길에펴고 9앞에서가고

뒤에서따르는무리가소리질러가로되 `호산나! 다윗

의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주의이름으로오시는이

여! 가장높은곳에서호산나' 하더라 10예수께서예루

살렘에들어가시니온성이소동하여가로되 `이는누

구뇨' 하거늘 11무리가가로되 `갈릴리나사렛에서나

온선지자예수라' 하니라 12예수께서성전에들어가

사성전안에서매매하는모든자를내어쫓으시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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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자들의상과비둘기파는자들의의자를둘러

엎으시고 13저희에게이르시되기록된바내집은기

도하는집이라일컬음을받으리라하였거늘너희는강

도의굴혈을만드는도다하시니라 14소경과저는자들

이성전에서예수께나아오매고쳐주시니 15대제사장

들과서기관들이예수의하시는이상한일과또성전

에서소리질러호산나다윗의자손이여하는아이들을

보고분하여 16예수께말하되 `저희의하는말을듣느

뇨' 예수께서가라사대그렇다어린아기와젖먹이들의

입에서나오는찬미를온전케하셨나이다함을너희가

읽어본일이없느냐? 하시고 17그들을떠나성밖으로

베다니에가서거기서유하시니라 18이른아침에성으

로들어오실때에시장하신지라 19길가에서한무화

과나무를보시고그리로가사잎사귀밖에아무것도

얻지못하시고나무에게이르시되이제부터영원토록

네게열매가맺지못하리라하시니무화과나무가곧

마른지라 (aiōn g165) 20제자들이보고이상히여겨가로

되 `무화과나무가어찌하여곧말랐나이까' 21예수께

서대답하여가라사대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

만일너희가믿음이있고의심치아니하면이무화과

나무에게된이런일만할뿐아니라이산더러들려바

다에던지우라하여도될것이요 22너희가기도할때

에무엇이든지믿고구하는것은다받으리라!하시니

라 23예수께서성전에들어가가르치실새대제사장들

과백성의장로들이나아와가로되 `네가무슨권세로

이런일을하느뇨? 또누가이권세를주었느뇨?' 24예

수께서대답하시되나도한말을너희에게물으리니

너희가대답하면나도무슨권세로이런일을하는지

이르리라 25요한의세례가어디로서왔느냐?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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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냐사람에게로서냐저희가서로의논하여가로되

`만일하늘로서라하면어찌하여저를믿지아니하였

느냐할것이요 26만일사람에게로서라하면모든사

람이요한을선지자로여기니백성이무섭다'하여 27

예수께대답하여가로되 `우리가알지못하노라'하니

예수께서가라사대나도무슨권세로이런일을하는

지너희에게이르지아니하리라 28그러나너희생각에

는어떠하뇨?한사람이두아들이있는데맏아들에게

가서이르되얘오늘포도원에가서일하라하니 29대

답하여가로되아버지여가겠소이다하더니가지아니

하고 30둘째아들에게가서또이같이말하니대답하

여가로되싫소이다하더니그후에뉘우치고갔으니

31그둘중에누가아비의뜻대로하였느뇨가로되 `둘

째아들이니이다'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내가

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세리들과창기들이너희보

다먼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리라 32요한이의의

도로너희에게왔거늘너희는저를믿지아니하였으되

세리와창기는믿었으며너희는이것을보고도종시

뉘우쳐믿지아니하였도다 33다시한비유를들으라

한집주인이포도원을만들고산울로두르고거기즙

짜는구유를파고망대를짓고농부들에게세로주고

타국에갔더니 34실과때가가까우매그실과를받으

려고자기종들을농부들에게보내니 35농부들이종들

을잡아하나는심히때리고하나는죽이고하나는돌

로쳤거늘 36다시다른종들을처음보다많이보내니

저희에게도그렇게하였는지라 37후에자기아들을보

내며가로되저희가내아들은공경하리라하였더니

38농부들이그아들을보고서로말하되이는상속자

니자,죽이고그의유업을차지하자하고 39이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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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밖에내어쫓아죽였느니라 40그러면포도원주

인이올때에이농부들을어떻게하겠느뇨? 41저희가

말하되 `이악한자들을진멸하고포도원은제때에실

과를바칠만한다른농부들에게세로줄지니이다' 42

예수께서가라사대너희가성경에건축자들의버린돌

이모퉁이의머릿돌이되었나니이것은주로말미암아

된것이요우리눈에기이하도다함을읽어본일이없

느냐 43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하나님의나

라를너희는빼앗기고그나라의열매맺는백성이받

으리라 44이돌위에떨어지는자는깨어지겠고이돌

이사람위에떨어지면저를가루로만들어흩으리라

하시니 45대제사장들과바리새인들이예수의비유를

듣고자기들을가리켜말씀하심인줄알고 46잡고자

하나무리를무서워하니이는저희가예수를선지자로

앎이었더라

22예수께서다시비유로대답하여가라사대 2천국

은마치자기아들을위하여혼인잔치를베푼어떤임

금과같으니 3그종들을보내어그청한사람들을혼

인잔치에오라하였더니오기를싫어하거늘 4다시다

른종들을보내며가로되청한사람들에게이르기를

내가오찬을준비하되나의소와살진짐승을잡고모

든것을갖추었으니혼인잔치에오소서하라하였더

니 5저희가돌아보지도않고하나는자기밭으로하나

는자기상업차로가고 6그남은자들은종들을잡아

능욕하고죽이니 7임금이노하여군대를보내어그살

인한자들을진멸하고그동네를불사르고 8이에종들

에게이르되혼인잔치는예비되었으나청한사람들은

합당치아니하니 9사거리길에가서사람을만나는대

로혼인잔치에청하여오너라한대 10종들이길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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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악한자나선한자나만나는대로모두데려오니혼

인자리에손이가득한지라 11임금이손을보러들어

올새거기서예복을입지않은한사람을보고 12가로

되친구여어찌하여예복을입지않고여기들어왔느

냐하니저가유구무언이어늘 13임금이사환들에게말

하되그수족을결박하여바깥어두움에내어던지라

거기서슬피울며이를갊이있으리라하니라 14청함

을받은자는많되택함을입은자는적으니라 15이에

바리새인들이가서어떻게하여예수로말의올무에

걸리게할까상론하고 16자기제자들을헤롯당원들과

함께예수께보내어말하되 `선생님이여우리가아노

니당신은참되시고참으로써하나님의도를가르치시

며아무라도꺼리는일이없으시니이는사람을외모

로보지아니하심이니이다 17그러면당신의생각에는

어떠한지우리에게이르소서가이사에게세를바치는

것이가하니이까불가하니이까'한대 18예수께서저희

의악함을아시고가라사대외식하는자들아어찌하여

나를시험하느냐? 19셋돈을내게보이라하시니데나

리온하나를가져왔거늘 20예수께서말씀하시되이

형상과이글이뉘것이냐? 21가로되 `가이사의것이니

이다`이에가라사대그런즉가이사의것은가이사에

게하나님의것은하나님께바치라하시니 22저희가

이말씀을듣고기이히여겨예수를떠나가니라 23부

활이없다하는사두개인들이그날에예수께와서물

어가로되 24 `선생님이여모세가일렀으되사람이만

일자식이없이죽으면그동생이그아내에게장가들

어형을위하여후사를세울지니라하였나이다 25우리

중에칠형제가있었는데맏이장가들었다가죽어후

사가없으므로그의아내를그동생에게끼쳐두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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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둘째와세째로일곱째까지그렇게하다가 27최후에

그여자도죽었나이다 28그런즉저희가다그를취하

였으니부활때에일곱중에뉘아내가되리이까?' 29

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너희가성경도하나님의

능력도알지못하는고로오해하였도다 30부활때에는

장가도아니가고시집도아니가고하늘에있는천사들

과같으니라 31죽은자의부활을의논할진대하나님이

너희에게말씀하신바 32나는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

이삭의하나님이요,야곱의하나님이로라하신것을

읽어보지못하였느냐하나님은죽은자의하나님이

아니요산자의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무리가듣고

그의가르치심에놀라더라 34예수께서사두개인들로

대답할수없게하셨다함을바리새인들이듣고모였

는데 35그중에한율법사가예수를시험하여묻되 36

`선생님이여율법중에어느계명이크니이까?' 37예

수께서가라사대네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뜻

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라하셨으니 38이

것이크고첫째되는계명이요 39둘째는그와같으니

네이웃을네몸과같이사랑하라하셨으니 40이두계

명이온율법과선지자의강령이니라 41바리새인들이

모였을때에예수께서그들에게물으시되 42너희는그

리스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느냐? 뉘자손이냐? 대

답하되 `다윗의자손이니이다' 43가라사대그러면다

윗이성령에감동하여어찌그리스도를주라칭하여

말하되 44주께서내주께이르시되내가네원수를네

발아래둘때까지내우편에앉았으라하셨도다하였

느냐 45다윗이그리스도를주라칭하였은즉어찌그의

자손이되겠느냐하시니 46한말도능히대답하는자

가없고그날부터감히그에게묻는자도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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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에예수께서무리와제자들에게말씀하여가라

사대 2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모세의자리에앉았

으니 3그러므로무엇이든지저희의말하는바는행하

고지키되저희의하는행위는본받지말라저희는말

만하고행치아니하며 4또무거운짐을묶어사람의

어깨에지우되자기는이것을한손가락으로도움직이

려하지아니하며 5저희모든행위를사람에게보이고

자하여하나니곧그차는경문을넓게하며옷술을크

게하고 6잔치의상석과회당의상좌와 7시장에서문

안받는것과사람에게랍비라칭함을받는것을좋아

하느니라 8그러나너희는랍비라칭함을받지말라너

희선생은하나이요너희는다형제니라 9땅에있는

자를아비라하지말라너희아버지는하나이시니곧

하늘에계신자시니라 10또한지도자라칭함을받지

말라너희지도자는하나이니곧그리스도니라 11너희

중에큰자는너희를섬기는자가되어야하리라 12누

구든지자기를높이는자는낮아지고누구든지자기를

낮추는자는높아지리라 13화있을진저! 외식하는서

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너희는천국문을사람들앞

에서닫고너희도들어가지않고들어가려하는자도

들어가지못하게하는도다 14 (없음) 15화있을진저!

외식하는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너희는교인하

나를얻기위하여바다와육지를두루다니다가생기

면너희보다배나더지옥자식이되게하는도다 (Geenna

g1067) 16화있을진저!소경된인도자여너희가말하되

누구든지성전으로맹세하면아무일없거니와성전의

금으로맹세하면지킬지라하는도다 17우맹이요소경

들이여! 어느것이크뇨그금이냐금을거룩하게하는

성전이냐 18너희가또이르되누구든지제단으로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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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아무일없거니와그위에있는예물로맹세하면

지킬지라하는도다 19소경들이여! 어느것이크뇨그

예물이냐예물을거룩하게하는제단이냐 20그러므로

제단으로맹세하는자는제단과그위에있는모든것

으로맹세함이요 21또성전으로맹세하는자는성전과

그안에계신이로맹세함이요 22또하늘로맹세하는

자는하나님의보좌와그위에앉으신이로맹세함이

니라 23화있을진저! 외식하는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

이여너희가박하와회향과근채의십일조를드리되

율법의더중한바의와인과신은버렸도다그러나이

것도행하고저것도버리지말아야할지니라 24소경된

인도자여하루살이는걸러내고약대는삼키는도다 25

화있을진저! 외식하는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잔

과대접의겉은깨끗이하되그안에는탐욕과방탕으

로가득하게하는도다 26소경된바리새인아너는먼저

안을깨끗이하라그리하면겉도깨끗하리라 27화있

을진저!외식하는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회칠한

무덤같으니겉으로는아름답게보이나그안에는죽

은사람의뼈와모든더러운것이가득하도다 28이와

같이너희도겉으로는사람에게옳게보이되안으로는

외식과불법이가득하도다 29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너희는선지자들의무덤

을쌓고의인들의비석을꾸미며가로되 30만일우리

가조상때에있었더면우리는저희가선지자의피를

흘리는데참예하지아니하였으리라하니 31그러면너

희가선지자를죽인자의자손됨을스스로증거함이로

다 32너희가너희조상의양을채우라 33뱀들아독사

의새끼들아! 너희가어떻게지옥의판결을피하겠느

냐 (Geenna g1067) 34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선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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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있는자들과서기관들을보내매너희가그중에서

더러는죽이고십자가에못박고그중에더러는너희

회당에서채찍질하고이동네에서저동네로구박하리

라 35그러므로의인아벨의피로부터성전과제단사

이에서너희가죽인바라갸의아들사가랴의피까지

땅위에서흘린의로운피가다너희에게돌아가리라

36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이것이다이세대

에게돌아가리라 37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을죽이고네게파송된자들을돌로치는자여암탉이

그새끼를날개아래모음같이내가네자녀를모으려

한일이몇번이냐그러나너희가원치아니하였도다

38보라! 너희집이황폐하여버린바되리라 39내가너

희에게이르노니이제부터너희는찬송하리로다주의

이름으로오시는이여할때까지나를보지못하리라

하시니라

24예수께서성전에서나와서가실때에제자들이성

전건물들을가리켜보이려고나아오니 2대답하여가

라사대너희가이모든것을보지못하느냐?내가진실

로너희에게이르노니돌하나도돌위에남지않고다

무너뜨리우리라 3예수께서감람산위에앉으셨을때

에제자들이종용히와서가로되우리에게이르소서

어느때에이런일이있겠사오며또주의임하심과세

상끝에는무슨징조가있사오리이까? (aiōn g165) 4예수

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너희가사람의미혹을받지

않도록주의하라 5많은사람이내이름으로와서이르

되나는그리스도라하여많은사람을미혹케하리라 6

난리와난리소문을듣겠으나너희는삼가두려워말

라이런일이있어야하되끝은아직아니니라 7민족

이민족을,나라가나라를대적하여일어나겠고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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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근과지진이있으리니 8이모든것이재난의시

작이니라 9그때에사람들이너희를환난에넘겨주겠

으며너희를죽이리니너희가내이름을위하여모든

민족에게미움을받으리라 10그때에많은사람이시

험에빠져서로잡아주고서로미워하겠으며 11거짓

선지자가많이일어나많은사람을미혹하게하겠으며

12불법이성하므로많은사람의사랑이식어지리라 13

그러나끝까지견디는자는구원을얻으리라 14이천

국복음이모든민족에게증거되기위하여온세상에

전파되리니그제야끝이오리라 15그러므로너희가선

지자다니엘의말한바멸망의가증한것이거룩한곳

에선것을보거든 (읽는자는깨달을진저) 16그때에

유대에있는자들은산으로도망할지어다 17지붕위에

있는자는집안에있는물건을가질러내려가지말며

18밭에있는자는겉옷을가질러뒤로돌이키지말지

어다 19그날에는아이밴자들과젖먹이는자들에게

화가있으리로다 20너희의도망하는일이겨울에나안

식일에되지않도록기도하라 21이는그때에큰환난

이있겠음이라창세로부터지금까지이런환난이없었

고후에도없으리라 22그날들을감하지아니할것이

면모든육체가구원을얻지못할것이나그러나택하

신자들을위하여그날들을감하시리라 23그때에사

람이너희에게말하되보라그리스도가여기있다혹

저기있다하여도믿지말라 24거짓그리스도들과거

짓선지자들이일어나큰표적과기사를보이어할수

만있으면택하신자들도미혹하게하리라 25보라내

가너희에게미리말하였노라 26그러면사람들이너희

에게말하되보라그리스도가광야에있다하여도나

가지말고보라골방에있다하여도믿지말라 27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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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편에서나서서편까지번쩍임같이인자의임함도

그러하리라 28주검이있는곳에는독수리들이모일지

니라 29그날환난후에즉시해가어두워지며달이빛

을내지아니하며별들이하늘에서떨어지며하늘의

권능들이흔들리리라 30그때에인자의징조가하늘에

서보이겠고그때에땅의모든족속들이통곡하며그

들이인자가구름을타고능력과큰영광으로오는것

을보리라 31저가큰나팔소리와함께천사들을보내

리니저희가그택하신자들을하늘이끝에서저끝까

지사방에서모으리라 32무화과나무의비유를배우라

그가지가연하여지고잎사귀를내면여름이가까운

줄을아나니 33이와같이너희도이모든일을보거든

인자가가까이곧문앞에이른줄알라 34내가진실로

너희에게말하노니이세대가지나가기전에이일이

다이루리라 35천지는없어지겠으나내말은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그러나그날과그때는아무도모르나

니하늘의천사들도, 아들도모르고오직아버지만아

시느니라 37노아의때와같이인자의임함도그러하리

라 38홍수전에노아가방주에들어가던날까지사람

들이먹고마시고장가들고시집가고있으면서 39홍

수가나서저희를다멸하기까지깨닫지못하였으니

인자의임함도이와같으리라 40그때에두사람이밭

에있으매하나는데려감을당하고하나는버려둠을

당할것이요 41두여자가매를갈고있으매하나는데

려감을당하고하나는버려둠을당할것이니라 42그러

므로깨어있으라! 어느날에너희주가임할는지 43너

희가알지못함이니라너희도아는바니만일집주인

이도적이어느경점에올줄을알았더면깨어있어그

집을뚫지못하게하였으리라 44이러므로너희도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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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으라생각지않은때에인자가오리라 45충성

되고지혜있는종이되어주인에게그집사람들을맡

아때를따라양식을나눠줄자가누구뇨 46주인이올

때에그종의이렇게하는것을보면그종이복이있으

리로다 47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주인이그

모든소유를저에게맡기리라 48만일그악한종이마

음에생각하기를주인이더디오리라하여 49동무들을

때리며술친구들로더불어먹고마시게되면 50생각

지않은날알지못하는시간에그종의주인이이르러

51엄히때리고외식하는자의받는율에처하리니거

기서슬피울며이를갊이있으리라

25그때에천국은마치등을들고신랑을맞으러나

간열처녀와같다하리니 2그중에다섯은미련하고

다섯은슬기있는지라 3미련한자들은등을가지되기

름을가지지아니하고 4슬기있는자들은그릇에기름

을담아등과함께가져갔더니 5신랑이더디오므로

다졸며잘새 6밤중에소리가나되보라신랑이로다

맞으러나오라하매 7이에그처녀들이다일어나등

을준비할새 8미련한자들이슬기있는자들에게이

르되우리등불이꺼져가니너희기름을좀나눠달라

하거늘 9슬기있는자들이대답하여가로되우리와너

희의쓰기에다부족할까하노니차라리파는자들에

게가서너희쓸것을사라하니 10저희가사러간동안

에신랑이오므로예비하였던자들은함께혼인잔치

에들어가고문은닫힌지라 11그후에남은처녀들이

와서가로되주여주여우리에게열어주소서 12대답

하여가로되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내가너희를

알지못하노라하였느니라 13그런즉깨어있으라너희

는그날과그시를알지못하느니라 14또어떤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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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갈제그종들을불러자기소유를맡김과같으

니 15각각그재능대로하나에게는금다섯달란트를,

하나에게는두달란트를,하나에게는한달란트를주

고떠났더니 16다섯달란트받은자는바로가서그것

으로장사하여또다섯달란트를남기고 17두달란트

를받은자도그같이하여또두달란트를남겼으되 18

한달란트받은자는가서땅을파고그주인의돈을감

추어두었더니 19오랜후에그종들의주인이돌아와

저희와회계할새 20다섯달란트받았던자는다섯달

란트를더가지고와서가로되주여내게다섯달란트

를주셨는데보소서내가또다섯달란트를남겼나이

다 21그주인이이르되잘하였도다착하고충성된종

아! 네가작은일에충성하였으매내가많은것으로네

게맡기리니네주인의즐거움에참예할지어다하고

22두달란트받았던자도와서가로되주여내게두달

란트를주셨는데보소서내가또두달란트를남겼나

이다 23그주인이이르되잘하였도다착하고충성된

종아!네가작은일에충성하였으매내가많은것으로

네게맡기리니네주인의즐거움에참예할지어다하고

24한달란트받았던자도와서가로되주여당신은굳

은사람이라심지않은데서거두고헤치지않은데서

모으는줄을내가알았으므로 25두려워하여나가서당

신의달란트를땅에감추어두었나이다보소서당신의

것을받으셨나이다 26그주인이대답하여가로되악하

고게으른종아! 나는심지않은데서거두고헤치지않

은데서모으는줄로네가알았느냐 27그러면네가마

땅히내돈을취리하는자들에게나두었다가나로돌

아와서내본전과변리를받게할것이니라하고 28그

에게서그한달란트를빼앗아열달란트를가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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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주어라 29무릇있는자는받아풍족하게되고없는

자는그있는것까지빼앗기리라 30이무익한종을바

깥어두운데로내어쫓으라거기서슬피울며이를갊

이있으리라하니라 31인자가자기영광으로모든천

사와함께올때에자기영광의보좌에앉으리니 32모

든민족을그앞에모으고각각분별하기를목자가양

과염소를분별하는것같이하여 33양은그오른편에

염소는왼편에두리라 34그때에임금이그오른편에

있는자들에게이르시되내아버지께복받을자들이여

! 나아와창세로부터너희를위하여예비된나라를상

속하라 35내가주릴때에너희가먹을것을주었고목

마를때에마시게하였고나그네되었을때에영접하

였고 36벗었을때에옷을입혔고, 병들었을때에돌아

보았고, 옥에갇혔을때에와서보았느니라 37이에의

인들이대답하여가로되주여우리가어느때에주의

주리신것을보고공궤하였으며목마르신것을보고

마시게하였나이까 38어느때에나그네되신것을보

고영접하였으며벗으신것을보고옷입혔나이까? 39

어느때에병드신것이나옥에갇히신것을보고가서

뵈었나이까?하리니 40임금이대답하여가라사대내

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가여기내형제중

에지극히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곧내게한것이니

라하시고 41또왼편에있는자들에게이르시되저주

를받은자들아! 나를떠나마귀와그사자들을위하여

예비된영영한불에들어가라 (aiōnios g166) 42내가주릴

때에너희가먹을것을주지아니하였고목마를때에

마시게하지아니하였고 43나그네되었을때에영접하

지아니하였고벗었을때에옷입히지아니하였고병

들었을때와옥에갇혔을때에돌아보지아니하였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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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시니 44저희도대답하여가로되주여우리가어

느때에주의주리신것이나목마르신것이나나그네

되신것이나벗으신것이나병드신것이나옥에갇히

신것을보고공양치아니하더이까 45이에임금이대

답하여가라사대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이

지극히작은자하나에게하지아니한것이곧내게하

지아니한것이니라하시리니 46저희는영벌에의인들

은영생에들어가리라하시니라 (aiōnios g166)

26예수께서이말씀을다마치시고제자들에게이르

시되 2너희의아는바와같이이틀을지나면유월절이

라인자가십자가에못박히기위하여팔리우리라하

시더라 3그때에대제사장들과백성의장로들이가야

바라하는대제사장의아문에모여 4예수를궤계로잡

아죽이려고의논하되 5말하기를 `민요가날까하노니

명절에는말자' 하더라 6예수께서베다니문둥이시몬

의집에계실때에 7한여자가매우귀한향유한옥합

을가지고나아와서식사하시는예수의머리에부으니

8제자들이보고분하여가로되 `무슨의사로이것을

허비하느뇨? 9이것을많은값에팔아가난한자들에게

줄수있었겠도다' 하거늘 10예수께서아시고저희에

게이르시되너희가어찌하여이여자를괴롭게하느

냐저가내게좋은일을하였느니라 11가난한자들은

항상너희와함께있거니와나는항상함께있지아니

하리라 12이여자가내몸에이향유를부은것은내장

사를위하여함이니라 13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

니온천하에어디서든지이복음이전파되는곳에는

이여자의행한일도말하여저를기념하리라하시니

라 14그때에열둘중에하나인가룟유다라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가서말하되 15 `내가예수를너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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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넘겨주리니얼마나주려느냐?' 하니그들이은삼십

을달아주거늘 16저가그때부터예수를넘겨줄기회

를찾더라 17무교절의첫날에제자들이예수께나아

와서가로되 `유월절잡수실것을우리가어디서예비

하기를원하시나이까?' 18가라사대성안아무에게가

서이르되선생님말씀이내때가가까왔으니내제자

들과함께유월절을네집에서지키겠다하시더라하

라하신대 19제자들이예수의시키신대로하여유월절

을예비하였더라 20저물때에예수께서열두제자와

함께앉으셨더니 21저희가먹을때에이르시되내가

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중에한사람이나를

팔리라하시니 22저희가심히근심하여각각여짜오되

`주여내니이까?' 23대답하여가라사대나와함께그

릇에손을넣는그가나를팔리라 24인자는자기에게

대하여기록된대로가거니와인자를파는그사람에게

는화가있으리로다그사람은차라리나지아니하였

더면제게좋을뻔하였느니라 25예수를파는유다가

대답하여가로되 `랍비여내니이까?' 대답하시되네가

말하였도다하시니라 26저희가먹을때에예수께서떡

을가지사축복하시고떼어제자들을주시며가라사대

받아먹으라이것이내몸이니라하시고 27또잔을가

지사사례하시고저희에게주시며가라사대너희가다

이것을마시라 28이것은죄사함을얻게하려고많은

사람을위하여흘리는바나의피곧언약의피니라 29

그러나너희에게이르노니내가포도나무에서난것을

이제부터내아버지의나라에서새것으로너희와함

께마시는날까지마시지아니하리라하시니라 30이에

저희가찬미하고감람산으로나아가니라 31때에예수

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오늘밤에너희가다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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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리라기록된바내가목자를치리니양의떼가흩

어지리라하였느니라 32그러나내가살아난후에너희

보다먼저갈릴리로가리라 33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

되 `다주를버릴지라도나는언제든지버리지않겠나

이다' 34예수께서가라사대내가진실로네게이르노

니오늘밤닭울기전에네가세번나를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가로되 `내가주와함께죽을지언정주를부

인하지않겠나이다' 하고모든제자도이와같이말하

니라 36이에예수께서제자들과함께겟세마네라하는

곳에이르러제자들에게이르시되내가저기가서기

도할동안에너희는여기앉아있으라하시고 37베드

로와세베대의두아들을데리고가실새고민하고슬

퍼하사 38이에말씀하시되내마음이심히고민하여

죽게되었으니너희는여기머물러나와함께깨어있

으라하시고 39조금나아가사얼굴을땅에대시고엎

드려기도하여가라사대내아버지여! 만일할만하시

거든이잔을내게서지나가게하옵소서그러나나의

원대로마옵시고아버지의원대로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오사그자는것을보시고베드로에게말

씀하시되너희가나와함께한시동안도이렇게깨어

있을수없더냐? 41시험에들지않게깨어있어기도하

라! 마음에는원이로되육신이약하도다하시고 42다

시두번째나아가기도하여가라사대내아버지여! 만

일내가마시지않고는이잔이내게서지나갈수없거

든아버지의원대로되기를원하나이다하시고 43다시

오사보신즉저희가자니이는저희눈이피곤함일러

라 44또저희를두시고나아가세번째동일한말씀으

로기도하신후 45이에제자들에게오사이르시되이

제는자고쉬라보라!때가가까왔으니인자가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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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팔리우느니라 46일어나라함께가자보라나를

파는자가가까이왔느니라 47말씀하실때에열둘중

에하나인유다가왔는데대제사장들과백성의장로들

에게서파송된큰무리가검과몽치를가지고그와함

께하였더라 48예수를파는자가그들에게군호를짜

가로되 `내가입맞추는자가그이니그를잡으라'하였

는지라 49곧예수께나아와 `랍비여안녕하시옵니까'

하고입을맞추니 50예수께서가라사대친구여! 네가

무엇을하려고왔는지행하라하신대이에저희가나

아와예수께손을대어잡는지라 51예수와함께있던

자중에하나가손을펴검을빼어대제사장의종을쳐

그귀를떨어뜨리니 52이에예수께서이르시되네검

을도로집에꽂으라검을가지는자는다검으로망하

느니라 53너는내가내아버지께구하여지금열두영

더되는천사를보내시게할수없는줄로아느냐? 54

내가만일그렇게하면이런일이있으리라한성경이

어떻게이루어지리요하시더라 55그때에예수께서무

리에게말씀하시되너희가강도를잡는것같이검과

몽치를가지고나를잡으러나왔느냐?내가날마다성

전에앉아가르쳤으되너희가나를잡지아니하였도다

56그러나이렇게된것은다선지자들의글을이루려

함이니라하시더라이에제자들이다예수를버리고

도망하니라 57예수를잡은자들이끌고대제사장가야

바에게로가니거기서기관과장로들이모여있더라

58베드로가멀찍이예수를좇아대제사장의집뜰에까

지가서그결국을보려고안에들어가하속들과함께

앉았더라 59대제사장들과온공회가예수를죽이려고

그를칠거짓증거를찾으매 60거짓증인이많이왔으

나얻지못하더니후에두사람이와서 61가로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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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말이내가하나님의성전을헐고사흘에지을

수있다하더라' 하니 62대제사장이일어서서예수께

묻되 `아무대답도없느냐?이사람들의너를치는증

거가어떠하뇨'하되 63예수께서잠잠하시거늘대제사

장이가로되 `내가너로살아계신하나님께맹세하게

하노니네가하나님의아들그리스도인지우리에게말

하라' 64예수께서가라사대네가말하였느니라그러나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이후에인자가권능의우편

에앉은것과하늘구름을타고오는것을너희가보리

라하시니 65이에대제사장이자기옷을찢으며가로

되 `저가참람한말을하였으니어찌더증인을요구하

리요보라너희가지금이참람한말을들었도다 66생

각이어떠하뇨'대답하여가로되 `저는사형에해당하

니라'하고 67이에예수의얼굴에침뱉으며주먹으로

치고혹은손바닥으로때리며 68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선지자노릇을하라너를친자가누구냐?' 하

더라 69베드로가바깥뜰에앉았더니한비자가나아

와가로되 `너도갈릴리사람예수와함께있었도다'하

거늘 70베드로가모든사람앞에서부인하여가로되

`나는네말하는것이무엇인지알지못하겠노라'하며

71앞문까지나아가니다른비자가저를보고거기있

는사람들에게말하되 `이사람은나사렛예수와함께

있었도다' 하매 72베드로가맹세하고또부인하여가

로되 `내가그사람을알지못하노라'하더라 73조금

후에곁에섰던사람들이나아와베드로에게이르되

`너도진실로그당이라네말소리가너를표명한다'하

거늘 74저가저주하며맹세하여가로되 `내가그사람

을알지못하노라' 하니닭이곧울더라 75이에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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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수의말씀에닭울기전에네가세번나를부인하

리라하심이생각나서밖에나가서심히통곡하니라

27새벽에모든대제사장과백성의장로들이예수를

죽이려고함께의논하고 2결박하여끌고가서총독빌

라도에게넘겨주니라 3때에예수를판유다가그의

정죄됨을보고스스로뉘우쳐그은삼십을대제사장

들과장로들에게도로갖다주며 4가로되 `내가무죄

한피를팔고죄를범하였도다'하니저희가가로되 `그

것이우리에게무슨상관이있느냐네가당하라' 하거

늘 5유다가은을성소에던져넣고물러가서스스로

목매어죽은지라 6대제사장들이그은을거두며가로

되 `이것은피값이라성전고에넣어둠이옳지않다'하

고 7의논한후이것으로토기장이의밭을사서나그네

의묘지를삼았으니 8그러므로오늘날까지그밭을피

밭이라일컫느니라 9이에선지자예레미야로하신말

씀이이루었나니일렀으되저희가그정가된자곧이

스라엘자손중에서정가한자의가격곧은삼십을가

지고 10토기장이의밭값으로주었으니이는주께서

내게명하신바와같으니라하였더라 11예수께서총독

앞에섰으매총독이물어가로되 `네가유대인의왕이

냐?' 예수께서대답하시되 `네말이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장로들에게고소를당하되아무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이에빌라도가이르되 `저희가너

를쳐서얼마나많은것으로증거하는지듣지못하느

냐?' 하되 14한마디도대답지아니하시니총독이심히

기이히여기더라 15명절을당하면총독이무리의소원

대로죄수하나를놓아주는전례가있더니 16그때에

바라바라하는유명한죄수가있는데 17저희가모였을

때에빌라도가물어가로되 `너희는내가누구를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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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놓아주기를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하

는예수냐?' 하니 18이는저가그들의시기로예수를

넘겨준줄앎이러라 19총독이재판자리에앉았을때에

그아내가사람을보내어가로되 `저옳은사람에게아

무상관도하지마옵소서오늘꿈에내가그사람을인

하여애를많이썼나이다' 하더라 20대제사장들과장

로들이무리를권하여바라바를달라하게하고예수

를멸하자하게하였더니 21총독이대답하여가로되

`둘중에누구를너희에게놓아주기를원하느냐?' 가

로되 `바라바로소이다' 22빌라도가가로되 `그러면그

리스도라하는예수를내가어떻게하랴' 저희가다가

로되 `십자가에못박혀야하겠나이다' 23빌라도가가

로되 `어찜이뇨무슨악한일을하였느냐'저희가더욱

소리질러가로되 `십자가에못박혀야하겠나이다'하

는지라 24빌라도가아무효험도없이도리어민란이

나려는것을보고물을가져다가무리앞에서손을씻

으며가로되 `이사람의피에대하여나는무죄하니너

희가당하라' 25백성이다대답하여가로되 `그피를

우리와우리자손에게돌릴지어다' 하거늘 26이에바

라바는저희에게놓아주고예수는채찍질하고십자가

에못박히게넘겨주니라 27이에총독의군병들이예

수를데리고관정안으로들어가서온군대를그에게

로모으고 28그의옷을벗기고홍포를입히며 29가시

면류관을엮어그머리에씌우고갈대를그오른손에

들리고그앞에서무릎을꿇고희롱하여가로되 `유대

인의왕이여평안할지어다' 하며 30그에게침뱉고갈

대를빼앗아그의머리를치더라 31희롱을다한후홍

포를벗기고도로그의옷을입혀십자가에못박으려

고끌고나가니라 32나가다가시몬이란구레네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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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매그를억지로같이가게하여예수의십자가를

지웠더라 33골고다즉해골의곳이라는곳에이르러

34쓸개탄포도주를예수께주어마시게하려하였더

니예수께서맛보시고마시고자아니하시더라 35저희

가예수를십자가에못박은후에그옷을제비뽑아나

누고 36거기앉아지키더라 37그머리위에이는유대

인의왕예수라쓴죄패를붙였더라 38이때에예수와

함께강도둘이십자가에못박히니하나는우편에하

나는좌편에있더라 39지나가는자들은자기머리를

흔들며예수를모욕하여 40가로되 `성전을헐고사흘

에짓는자여네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어든자기를

구원하고십자가에서내려오라' 하며 41그와같이대

제사장들과서기관들과장로들과함께희롱하여가로

되 42 `저가남은구원하였으되자기는구원할수없도

다저가이스라엘의왕이로다지금십자가에서내려올

지어다그러면우리가믿겠노라 43저가하나님을신뢰

하니하나님이저를기뻐하시면이제구원하실지라제

말이나는하나님의아들이라하였도다' 하며 44함께

십자가에못박힌강도들도이와같이욕하더라 45제

육시로부터온땅에어두움이임하여제구시까지계

속하더니 46제구시즈음에예수께서크게소리질러

가라사대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 하시니이는곧 `나

의하나님, 나의하나님, 어찌하여나를버리셨나이까

?' 하는뜻이라 47거기섰던자중어떤이들이듣고가

로되 `이사람이엘리야를부른다' 하고 48그중에한

사람이곧달려가서해융을가지고신포도주를머금

게하여갈대에꿰어마시우거늘 49그남은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엘리야가와서저를구원하나보

자'하더라 50예수께서다시크게소리지르시고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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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떠나시다 51이에성소휘장이위로부터아래까지

찢어져둘이되고땅이진동하며바위가터지고 52무

덤들이열리며자던성도의몸이많이일어나되 53예

수의부활후에저희가무덤에서나와서거룩한성에

들어가많은사람에게보이니라 54백부장과및함께

예수를지키던자들이지진과그되는일들을보고심

히두려워하여가로되 `이는진실로하나님의아들이

었도다'하더라 55예수를섬기며갈릴리에서부터좇아

온많은여자가거기있어멀리서바라보고있으니 56

그중에막달라마리아와또야고보와요셉의어머니

마리아와또세베대의아들들의어머니도있더라 57저

물었을때에아리마대부자요셉이라하는사람이왔

으니그도예수의제자라 58빌라도에게가서예수의

시체를달라하니이에빌라도가내어주라분부하거

늘 59요셉이시체를가져다가정한세마포로싸서 60

바위속에판자기새무덤에넣어두고큰돌을굴려무

덤문에놓고가니 61거기막달라마리아와다른마리

아가무덤을향하여앉았더라 62그이튿날은예비일

다음날이라대제사장들과바리새인들이함께빌라도

에게모여가로되 63 `주여저유혹하던자가살았을때

에말하되내가사흘후에다시살아나리라한것을우

리가기억하노니 64그러므로분부하여그무덤을사흘

까지굳게지키게하소서그의제자들이와서시체를

도적질하여가고백성에게말하되그가죽은자가운

데서살아났다하면후의유혹이전보다더될까하나

이다' 하니 65빌라도가가로되너희에게파숫군이있

으니가서힘대로굳게하라하거늘 66저희가파숫군

과함께가서돌을인봉하고무덤을굳게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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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안식일이다하여가고안식후첫날이되려는미명

에막달라마리아와다른마리아가무덤을보려고왔

더니 2큰지진이나며주의천사가하늘로서내려와

돌을굴려내고그위에앉았는데 3그형상이번개같

고그옷은눈같이희거늘 4수직하던자들이저를무

서워하여떨며죽은사람과같이되었더라 5천사가여

자들에게일러가로되 `너희는무서워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예수를너희가찾는줄을내가아노라 6그

가여기계시지않고그의말씀하시던대로살아나셨

느니라! 와서그의누우셨던곳을보라 7또빨리가서

그의제자들에게이르되그가죽은자가운데서살아

나셨고너희보다먼저갈릴리로가시나니거기서너희

가뵈오리라하라보라내가너희에게일렀느니라' 하

거늘 8그여자들이무서움과큰기쁨으로무덤을빨리

떠나제자들에게알게하려고달음질할새 9예수께서

저희를만나가라사대평안하뇨? 하시거늘여자들이

나아가그발을붙잡고경배하니 10이에예수께서가

라사대무서워말라!가서내형제들에게갈릴리로가

라하라거기서나를보리라하시니라 11여자들이갈

제파숫군중몇이성에들어가모든된일을대제사장

들에게고하니 12그들이장로들과함께모여의논하고

군병들에게돈을많이주며 13가로되 `너희는말하기

를그의제자들이밤에와서우리가잘때에그를도적

질하여갔다하라 14만일이말이총독에게들리면우

리가권하여너희로근심되지않게하리라'하니 15군

병들이돈을받고가르친대로하였으니이말이오늘

날까지유대인가운데두루퍼지니라 16열한제자가

갈릴리에가서예수의명하시던산에이르러 17예수를

뵈옵고경배하나오히려의심하는자도있더라 18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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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나아와일러가라사대하늘과땅의모든권세를

내게주셨으니 19그러므로너희는가서모든족속으로

제자를삼아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

주고 20내가너희에게분부한모든것을가르쳐지키

게하라볼지어다! 내가세상끝날까지너희와항상함

께있으리라! 하시니라 (aiōn g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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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복음의시작이라 2선

지자이사야의글에보라내가내사자를네앞에보내

노니저가네길을예비하리라 3광야에외치는자의

소리가있어가로되너희는주의길을예비하라그의

첩경을평탄케하라기록된것과같이 4세례요한이이

르러광야에서죄사함을받게하는회개의세례를전

파하니 5온유대지방과예루살렘사람이다나아가

자기죄를자복하고요단강에서그에게세례를받더라

6요한은약대털을입고허리에가죽띠를띠고메뚜기

와석청을먹더라 7그가전파하여가로되 `나보다능

력많으신이가내뒤에오시나니나는그의신들메를

풀기도감당치못하겠노라 8나는너희에게물로세례

주었거니와그는성령으로너희에게세례를주시리라'

9그때에예수께서갈릴리나사렛으로부터와서요단

강에서요한에게세례를받으시고 10곧물에서올라

오실새하늘이갈라짐과성령이비둘기같이자기에게

내려오심을보시더니 11하늘로서소리가나기를 `너

는내사랑하는아들이라내가너를기뻐하노라' 하시

니라 12성령이곧예수를광야로몰아내신지라 13광

야에서사십일을계셔서사단에게시험을받으시며들

짐승과함께계시니천사들이수종들더라 14요한이잡

힌후예수께서갈릴리에오셔서하나님의복음을전

파하여 15가라사대 `때가찼고하나님나라가가까왔

으니회개하고복음을믿으라!' 하시더라 16갈릴리해

변으로지나가시다가시몬과그형제안드레가바다에

그물던지는것을보고저희는어부라 17예수께서가

라사대 `나를따라오너라내가너희로사람을낚는어

부가되게하리라' 하시니 18곧그물을버려두고좇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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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19조금더가시다가세베대의아들야고보와그

형제요한을보시니저희도배에있어그물을깁는데

20곧부르시니그아비세베대를삯군들과함께배에

버려두고예수를따라가니라 21저희가가버나움에들

어가니라예수께서곧안식일에회당에들어가가르치

시매 22뭇사람이그의교훈에놀라니이는그가르치

시는것이권세있는자와같고서기관들과같지아니

함일러라 23마침저희회당에더러운귀신들린사람이

있어소리질러가로되 24 `나사렛예수여우리가당신

과무슨상관이있나이까? 우리를멸하러왔나이까? 나

는당신이누구인줄아노니하나님의거룩한자니이다

' 25예수께서꾸짖어가라사대 `잠잠하고그사람에게

서나오라!' 하시니 26더러운귀신이그사람으로경련

을일으키게하고큰소리를지르며나오는지라 27다

놀라서로물어가로되 `이는어찜이뇨권세있는새교

훈이로다더러운귀신들을명한즉순종하는도다' 하더

라 28예수의소문이곧온갈릴리사방에퍼지더라 29

회당에서나와곧야고보와요한과함께시몬과안드

레의집에들어가시니 30시몬의장모가열병으로누

웠는지라사람들이곧그의일로예수께여짜온대 31

나아가사그손을잡아일으키시니열병이떠나고여

자가저희에게수종드니라 32저물어해질때에모든

병자와귀신들린자를예수께데려오니 33온동네가

문앞에모였더라 34예수께서각색병든많은사람을

고치시며많은귀신을내어쫓으시되귀신이자기를

알므로그말하는것을허락지아니하시니 35새벽오

히려미명에예수께서일어나나가한적한곳으로가

사거기서기도하시더니 36시몬과및그와함께있는

자들이예수의뒤를따라가 37만나서가로되 `모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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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주를찾나이다' 38이르시되 `우리가다른가까운

마을들로가자거기서도전도하리니내가이를위하여

왔노라'하시고 39이에온갈릴리에다니시며저희여

러회당에서전도하시고또귀신들을내어쫓으시더라

40한문둥병자가예수께와서꿇어엎드리어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저를깨끗케하실수있나이다' 41예

수께서민망히여기사손을내밀어저에게대시며가

라사대 `내가원하노니깨끗함을받으라!' 하신대 42곧

문둥병이그사람에게서떠나가고깨끗하여진지라 43

엄히경계하사곧보내시며 44가라사대 `삼가아무에

게아무말도하지말고가서네몸을제사장에게보이

고네깨끗케됨을인하여모세의명한것을드려저희

에게증거하라' 하셨더니 45그러나그사람이나가서

이일을많이전파하여널리퍼지게하니그러므로예

수께서다시는드러나게동네에들어가지못하시고오

직바깥한적한곳에계셨으나사방에서그에게로나

아오더라

2수일후에예수께서다시가버나움에들어가시니집

에계신소문이들린지라 2많은사람이모여서문앞

에라도용신할수없게되었는데예수께서저희에게

도를말씀하시더니 3사람들이한중풍병자를네사람

에게메워가지고예수께로올새 4무리를인하여예수

께데려갈수없으므로그계신곳의지붕을뜯어구멍

을내고중풍병자의누운상을달아내리니 5예수께서

저희의믿음을보시고중풍환자에게이르시되 `소자야

네죄사함을받았느니라' 하시니 6어떤서기관들이거

기앉아서마음에의논하기를 7 `이사람이어찌이렇

게말하는가참람하도다오직하나님한분외에는누

가능히죄를사하겠느냐?' 8저희가속으로이렇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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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는줄을예수께서곧중심에아시고이르시되 `어

찌하여이것을마음에의논하느냐? 9중풍병자에게네

죄사함을받았느니라하는말과일어나네상을가지

고걸어가라하는말이어느것이쉽겠느냐? 10그러나

인자가땅에서죄를사하는권세가있는줄을너희로

알게하려하노라'하시고중풍병자에게말씀하시되

11 `내가네게이르노니일어나네상을가지고집으로

가라!' 하시니 12그가일어나곧상을가지고모든사람

앞에서나가거늘저희가다놀라영광을하나님께돌

리며가로되 `우리가이런일을도무지보지못하였다'

하더라 13예수께서다시바닷가에나가시매무리가다

나아왔거늘예수께서저희를가르치시니라 14또지나

가시다가알패오의아들레위가세관에앉아있는것을

보시고저에게이르시되 `나를좇으라!' 하시니일어나

좇으니라 15그의집에앉아잡수실때에많은세리와

죄인들이예수와그제자들과함께앉았으니이는저

희가많이있어서예수를좇음이러라 16바리새인의서

기관들이예수께서죄인과세리들과함께잡수시는것

을보고그제자들에게이르되어찌하여세리와죄인

들과함께먹는가 17예수께서들으시고저희에게이르

시되 `건강한자에게는의원이쓸데없고병든자에게

라야쓸데있느니라내가의원을부르러온것이아니

요죄인을부르러왔노라' 하시니라 18요한의제자들

과바리새인들이금식하고있는지라혹이예수께와서

말하되 `요한의제자들과바리새인의제자들은금식하

는데어찌하여당신의제자들은금식하지아니하나이

까?' 19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 `혼인집손님들이

신랑과함께있을때에금식할수있느냐신랑과함께

있을동안에는금식할수없나니 20그러나신랑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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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길날이이르리니그날에는금식할것이니라 21생

베조각을낡은옷에붙이는자가없나니만일그렇게

하면기운새것이낡은그것을당기어해어짐이더하

게되느니라 22새포도주를낡은가죽부대에넣는자

가없나니만일그렇게하면새포도주가부대를터뜨

려포도주와부대를버리게되리라오직새포도주는

새부대에넣느니라' 하시니라 23안식일에예수께서

밀밭사이로지나가실새그제자들이길을열며이삭

을자르니 24바리새인들이예수께말하되 `보시오저

희가어찌하여안식일에하지못할일을하나이까?' 25

예수께서가라사대 `다윗이자기와및함께한자들이

핍절되어시장할때에한일을읽지못하였느냐? 26그

가아비아달대제사장때에하나님의전에들어가서

제사장외에는먹지못하는진설병을먹고함께한자

들에게도주지아니하였느냐? 27또가라사대안식일

은사람을위하여있는것이요사람이안식일을위하

여있는것이아니니 28이러므로인자는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예수께서다시회당에들어가시니한편손마른사

람이거기있는지라 2사람들이예수를송사하려하여

안식일에그사람을고치시는가엿보거늘 3예수께서

손마른사람에게이르시되 `한가운데일어서라!' 하시

고 4저희에게이르시되 `안식일에선을행하는것과

악을행하는것생명을구하는것과죽이는것어느것

이옳으냐?' 하시니저희가잠잠하거늘 5저희마음의

완악함을근심하사노하심으로저희를둘러보시고그

사람에게이르시되 `네손을내밀라'하시니그가내밀

매그손이회복되었더라 6바리새인들이나가서곧헤

롯당과함께어떻게하여예수를죽일꼬의논하니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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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제자들과함께바다로물러가시니갈릴리에

서큰무리가좇으며 8유대와예루살렘과이두매와요

단강건너편과또두로와시돈근처에서허다한무리

가그의하신큰일을듣고나아오는지라 9예수께서

무리의에워싸미는것을면키위하여작은배를등대

하도록제자들에게명하셨으니 10이는많은사람을고

치셨으므로병에고생하는자들이예수를만지고자하

여핍근히함이더라 11더러운귀신들도어느때든지

예수를보면그앞에엎드려부르짖어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아들이니이다'하니 12예수께서자기를나타

내지말라고많이경계하시니라 13또산에오르사자

기의원하는자들을부르시니나아온지라 14이에열

둘을세우셨으니이는자기와함께있게하시고또보

내사전도도하며 15귀신을내어쫓는권세도있게하

려하심이러라 16이열둘을세우셨으니시몬에게는

베드로란이름을더하셨고 17또세베대의아들야고보

와야고보의형제요한이니이둘에게는보아너게곧

우뢰의아들이란이름을더하셨으며 18또안드레와빌

립과바돌로매와마태와도마와알패오의아들야고보

와및다대오와가나안인시몬이며 19또가룟유다니

이는예수를판자러라 20집에들어가시니무리가다

시모이므로식사할겨를도없는지라 21예수의친속들

이듣고붙들러나오니이는그가미쳤다함일러라 22

예루살렘에서내려온서기관들은저가바알세불을지

폈다하며또귀신의왕을힘입어귀신을쫓아낸다하

니 23예수께서저희를불러다가비유로말씀하시되

`사단이어찌사단을쫓아낼수있느냐? 24또만일나

라가스스로분쟁하면그나라가설수없고 25만일집

이스스로분쟁하면그집이설수없고 26만일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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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거스려일어나분쟁하면설수없고이에망하

느니라 27사람이먼저강한자를결박지않고는그강

한자의집에들어가세간을늑탈치못하리니결박한

후에야그집을늑탈하리라 28내가진실로너희에게

이르노니사람의모든죄와무릇훼방하는훼방은사

하심을얻되 29누구든지성령을훼방하는자는사하심

을영원히얻지못하고영원한죄에처하느니라' 하시

니 (aiōn g165, aiōnios g166) 30이는저희가말하기를더러운

귀신이들렸다함이러라 31때에예수의모친과동생들

이와서밖에서서사람을보내어예수를부르니 32무

리가예수를둘러앉았다가여짜오되 `보소서당신의

모친과동생들과누이들이밖에서찾나이다' 33대답하

시되 `누가내모친이며동생들이냐?' 하시고 34둘러

앉은자들을둘러보시며가라사대 `내모친과내동생

들을보라 35누구든지하나님의뜻대로하는자는내

형제요자매요모친이니라'

4예수께서다시바닷가에서가르치시니큰무리가모

여들거늘예수께서배에올라바다에떠앉으시고온

무리는바다곁육지에있더라 2이에예수께서여러

가지를비유로가르치시니그가르치시는중에저희에

게이르시되 3 `들으라씨를뿌리는자가뿌리러나가

서 4뿌릴새더러는길가에떨어지매새들이와서먹

어버렸고 5더러는흙이얇은돌밭에떨어지매흙이

깊지아니하므로곧싹이나오나 6해가돋은후에터

져서뿌리가없으므로말랐고 7더러는가시떨기에떨

어지매가시가자라기운을막으므로결실치못하였고

8더러는좋은땅에떨어지매자라무성하여결실하였

으니삼십배와육십배와백배가되었느니라' 하시고 9

또이르시되 `들을귀있는자는들으라' 하시니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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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홀로계실때에함께한사람들이열두제자

로더불어그비유를묻자오니 11이르시되 `하나님나

라의비밀을너희에게는주었으나외인에게는모든것

을비유로하나니 12이는저희로보기는보아도알지

못하며듣기는들어도깨닫지못하게하여돌이켜죄

사함을얻지못하게하여함이니라'하시고 13또가라

사대 `너희가이비유를알지못할진대어떻게모든비

유를알겠느뇨? 14뿌리는자는말씀을뿌리는것이다

15말씀이길가에뿌리웠다는것은이들이니곧말씀을

들었을때에사단이즉시와서저희에게뿌리운말씀

을빼앗는것이요 16또이와같이돌밭에뿌리웠다는

것은이들이니곧말씀을들을때에즉시기쁨으로받

으나 17그속에뿌리가없어잠간견디다가말씀을인

하여환난이나핍박이일어나는때에는곧넘어지는

자요 18또어떤이는가시떨기에뿌리우는자니이들은

말씀을듣되 19세상의염려와재리의유혹과기타욕

심이들어와말씀을막아결실치못하게되는자요 (aiōn

g165) 20좋은땅에뿌리웠다는것은곧말씀을듣고받

아삼십배와육십배와백배의결실을하는자니라' 21

또저희에게이르시되 `사람이등불을가져오는것은

말아래나평상아래나두려함이냐등경위에두려함

이아니냐 22드러내려하지않고는숨긴것이없고나

타내려하지않고는감추인것이없느니라 23들을귀

있는자는들으라' 24또가라사대 `너희가무엇을듣는

가스스로삼가라너희의헤아리는그헤아림으로너

희가헤아림을받을것이요또더받으리니 25있는자는

받을것이요없는자는그있는것까지빼앗기리라' 26

또가라사대 `하나님의나라는사람이씨를땅에뿌림

과같으니 27저가밤낮자고깨고하는중에씨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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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되그어떻게된것을알지못하느니라 28땅이스

스로열매를맺되처음에는싹이요다음에는이삭이요

그다음에는이삭에충실한곡식이라 29열매가익으면

곧낫을대나니이는추수때가이르렀음이니라' 30또

가라사대 `우리가하나님의나라를어떻게비하며또

무슨비유로나타낼꼬 31겨자씨한알과같으니땅에

심길때에는땅위의모든씨보다작은것이로되 32심

긴후에는자라서모든나물보다커지며큰가지를내

니공중의새들이그그늘에깃들일만큼되느니라' 33

예수께서이러한많은비유로저희가알아들을수있

는대로말씀을가르치시되 34비유가아니면말씀하지

아니하시고다만혼자계실때에그제자들에게모든

것을해석하시더라 35그날저물때에제자들에게이르

시되 `우리가저편으로건너가자' 하시니 36저희가무

리를떠나예수를배에계신그대로모시고가매다른

배들도함께하더니 37큰광풍이일어나며물결이부

딪혀배에들어와배에가득하게되었더라 38예수께서

는고물에서베개를베시고주무시더니제자들이깨우

며가로되 `선생님이여우리의죽게된것을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예수께서깨어바람을꾸짖

으시며바다더러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

니바람이그치고아주잔잔하여지더라 40이에제자들

에게이르시되 `어찌하여이렇게무서워하느냐? 너희

가어찌믿음이없느냐?' 하시니 41저희가심히두려워

하여서로말하되 `저가뉘기에바람과바다라도순종

하는고' 하였더라

5예수께서바다건너편거라사인의지방에이르러 2

배에서나오시매곧더러운귀신들린사람이무덤사

이에서나와예수를만나다 3그사람은무덤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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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하는데이제는아무나쇠사슬로도맬수없게되

었으니 4이는여러번고랑과쇠사슬에매였어도쇠사

슬을끊고고랑을깨뜨렸음이러라그리하여아무도저

를제어할힘이없는지라 5밤낮무덤사이에서나산

에서나늘소리지르며돌로제몸을상하고있었더라 6

그가멀리서예수를보고달려와절하며 7큰소리로

부르짖어가로되 `지극히높으신하나님의아들예수

여! 나와당신과무슨상관이있나이까?원컨대하나님

앞에맹세하고나를괴롭게마옵소서'하니 8이는예

수께서이미저에게이르시기를 `더러운귀신아! 그사

람에게서나오라'하셨음이라 9이에물으시되 `네이

름이무엇이냐?' 가로되 `내이름은군대니우리가많

음이니이다' 하고 10자기를이지방에서내어보내지

마시기를간절히구하더니 11마침거기돼지의큰떼

가산곁에서먹고있는지라 12이에간구하여가로되

`우리를돼지에게로보내어들어가게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더러운귀신들이나와서돼지에게로들어

가니거의이천마리되는떼가바다를향하여비탈로

내리달아바다에서몰사하거늘 14치던자들이도망하

여읍내와촌에고하니사람들이그어떻게된것을보

러와서 15예수께이르러그귀신들렸던자곧군대지

폈던자가옷을입고정신이온전하여앉은것을보고

두려워하더라 16이에귀신들렸던자의당한것과돼

지의일을본자들이저희에게고하매 17저희가예수

께그지경에서떠나시기를간구하더라 18예수께서배

에오르실때에귀신들렸던사람이함께있기를간구

하였으나 19허락지아니하시고저에게이르시되 `집

으로돌아가주께서네게어떻게큰일을행하사너를

불쌍히여기신것을네친속에게고하라'하신대 20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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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서예수께서자기에게어떻게큰일행하신것을

데가볼리에전파하니모든사람이기이히여기더라 21

예수께서배를타시고다시저편으로건너가시매큰

무리가그에게로모이거늘이에바닷가에계시더니 22

회당장중하나인야이로라하는이가와서예수를보

고발아래엎드리어 23많이간구하여가로되 `내어린

딸이죽게되었사오니오셔서그위에손을얹으사그

로구원을얻어살게하소서' 하거늘 24이에그와함께

가실새큰무리가따라가며에워싸밀더라 25열두해

를혈루증으로앓는한여자가있어 26많은의원에게

많은괴로움을받았고있던것도다허비하였으되아

무효험이없고도리어더중하여졌던차에 27예수의

소문을듣고무리가운데섞여뒤로와서그의옷에손

을대니 28이는내가그의옷에만손을대어도구원을

얻으리라함일러라 29이에그의혈루근원이곧마르

매병이나은줄을몸에깨달으니라 30예수께서그능

력이자기에게서나간줄을곧스스로아시고무리가

운데서돌이켜말씀하시되 `누가내옷에손을대었느

냐?' 하시니 31제자들이여짜오되 `무리가에워싸미

는것을보시며누가내게손을대었느냐물으시나이

까?' 하되 32예수께서이일행한여자를보려고둘러

보시니 33여자가제게이루어진일을알고두려워하여

떨며와서그앞에엎드려모든사실을여짜온대 34예

수께서가라사대 `딸아네믿음이너를구원하였으니

평안히가라! 네병에서놓여건강할지어다!' 35아직말

씀하실때에회당장의집에서사람들이와서가로되

`당신의딸이죽었나이다어찌하여선생을더괴롭게

하나이까?' 36예수께서그하는말을곁에서들으시고

회당장에게이르시되 `두려워말고믿기만하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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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7베드로와야고보와야고보의형제요한외에아

무도따라옴을허치아니하시고 38회당장의집에함께

가사훤화함과사람들의울며심히통곡함을보시고

39들어가서저희에게이르시되 `너희가어찌하여훤화

하며우느냐?이아이가죽은것이아니라잔다'하시니

40저희가비웃더라예수께서저희를다내어보내신후

에아이의부모와또자기와함께한자들을데리시고

아이있는곳에들어가사 41그아이의손을잡고가라

사대 `달리다굼!' 하시니번역하면곧소녀야내가네게

말하노니일어나라하심이라 42소녀가곧일어나서걸

으니나이열두살이라사람들이곧크게놀라고놀라

거늘 43예수께서이일을아무도알지못하게하라고

저희를많이경계하시고이에소녀에게먹을것을주

라하시니라

6예수께서거기를떠나사고향으로가시니제자들도

좇으니라 2안식일이되어회당에서가르치시니많은

사람이듣고놀라가로되 `이사람이어디서이런것을

얻었느뇨이사람의받은지혜와그손으로이루어지

는이런권능이어찌됨이뇨 3이사람이마리아의아

들목수가아니냐?야고보와요셉과유다와시몬의형

제가아니냐?그누이들이우리와함께여기있지아니

하냐?' 하고예수를배척한지라 4예수께서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자기고향과자기친척과자기집

외에서는존경을받지않음이없느니라' 하시며 5거기

서는아무권능도행하실수없어다만소수의병인에

게안수하여고치실뿐이었고 6저희의믿지않음을이

상히여기셨더라이에모든촌에두루다니시며가르

치시더라 7열두제자를부르사둘씩둘씩보내시며

더러운귀신을제어하는권세를주시고 8명하시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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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위하여지팡이외에는양식이나주머니나전대의

돈이나아무것도가지지말며 9신만신고두벌옷도

입지말라'하시고 10또가라사대 `어디서든뉘집에

들어가거든그곳을떠나기까지거기유하라 11어느

곳에서든지너희를영접지아니하고너희말을듣지도

아니하거든거기서나갈때에발아래먼지를떨어버

려저희에게증거를삼으라' 하시니 12제자들이나가

서회개하라전파하고 13많은귀신을쫓아내며많은

병인에게기름을발라고치더라 14이에예수의이름이

드러난지라헤롯왕이듣고가로되 `이는세례요한이

죽은자가운데서살아났도다그러므로이런능력이

그속에서운동하느니라'하고 15어떤이는이가엘리

야라하고또어떤이는이가선지자니옛선지자중의

하나와같다하되 16헤롯은듣고가로되 `내가목베인

요한그가살아났다'하더라 17전에헤롯이자기가동

생빌립의아내헤로디아에게장가든고로이여자를

위하여사람을보내어요한을잡아옥에가두었으니

18이는요한이헤롯에게말하되 `동생의아내를취한

것이옳지않다' 하였음이라 19헤로디아가요한을원

수로여겨죽이고자하였으되하지못한것은 20헤롯이

요한을의롭고거룩한사람으로알고두려워하여보호

하며또그의말을들을때에크게번민을느끼면서도

달게들음이러라 21마침기회좋은날이왔으니곧헤

롯이자기생일에대신들과천부장들과갈릴리의귀인

들로더불어잔치할새 22헤로디아의딸이친히들어와

춤을추어헤롯과및함께앉은자들을기쁘게한지라

왕이그여아에게이르되 `무엇이든지너원하는것을

내게구하라내가주리라' 하고 23또맹세하되 `무엇이

든지네가내게구하면내나라의절반까지라도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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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거늘 24저가나가서그어미에게말하되 `내가

무엇을구하리이까?' 그어미가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구하라' 하니 25저가곧왕에게급히들어가구

하여가로되 `세례요한의머리를소반에담아곧내게

주기를원하옵나이다' 한대 26왕이심히근심하나자

기의맹세한것과그앉은자들을인하여저를거절할

수없는지라 27왕이곧시위병하나를보내어 `요한의

머리를가져오라' 명하니그사람이나가옥에서요한

을목베어 28그머리를소반에담아다가여아에게주

니여아가이것을그어미에게주니라 29요한의제자

들이듣고와서시체를가져다가장사하니라 30사도들

이예수께모여자기들의행한것과가르친것을낱낱

이고하니 31이르시되 `너희는따로한적한곳에와서

잠간쉬어라' 하시니이는오고가는사람이많아음식

먹을겨를도없음이라 32이에배를타고따로한적한

곳에갈새 33그가는것을보고많은사람이저희인줄

안지라모든고을로부터도보로그곳에달려와저희

보다먼저갔더라 34예수께서나오사큰무리를보시

고그목자없는양같음을인하여불쌍히여기사이에

여러가지로가르치시더라 35때가저물어가매제자들

이예수께나아와여짜오되 `이곳은빈들이요때도저

물어가니 36무리를보내어두루촌과마을로가서무

엇을사먹게하옵소서' 37대답하여가라사대 `너희가

먹을것을주라'하시니여짜오되 `우리가가서이백데

나리온의떡을사다먹이리이까?' 38이르시되 `너희에

게떡몇개나있느냐?가서보라' 하시니알아보고가

로되 `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가있더이다'하거늘

39제자들을명하사그모든사람으로떼를지어푸른

잔디위에앉게하시니 40떼로혹백씩혹오십씩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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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 41예수께서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를가지

사하늘을우러러축사하시고떡을떼어제자들에게

주어사람들앞에놓게하시고또물고기두마리도모

든사람에게나누어주시매 42다배불리먹고 43남은

떡조각과물고기를열두바구니에차게거두었으며

44떡을먹은남자가오천명이었더라 45예수께서즉시

제자들을재촉하사자기가무리를보내는동안에배타

고앞서건너편벳새다로가게하시고 46무리를작별

하신후에기도하러산으로가시다 47저물매배는바

다가운데있고예수는홀로뭍에계시다가 48바람이

거스리므로제자들의괴로이노젓는것을보시고밤

사경즈음에바다위로걸어서저희에게오사지나가

려고하시매 49제자들이그의바다위로걸어오심을

보고유령인가하여소리지르니 50저희가다예수를

보고놀람이라이에예수께서곧더불어말씀하여가

라사대 `안심하라!내니두려워말라!' 하시고 51배에

올라저희에게가시니바람이그치는지라제자들이마

음에심히놀라니 52이는저희가그떡떼시던일을깨

닫지못하고도리어그마음이둔하여졌음이러라 53건

너가게네사렛땅에이르러대고 54배에서내리니사

람들이곧예수신줄을알고 55그온지방으로달려돌

아다니며예수께서어디계시단말을듣는대로병든

자를침상채로메고나아오니 56아무데나예수께서들

어가시는마을이나도시나촌에서병자를시장에두고

예수의옷가에라도손을대게하시기를간구하니손을

대는자는다성함을얻으니라

7바리새인들과또서기관중몇이예루살렘에서와서

예수께모였다가 2그의제자중몇사람의부정한손

곧씻지아니한손으로떡먹는것을보았더라 3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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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들과모든유대인들이장로들의유전을지키어손

을부지런히씻지않으면먹지아니하며 4또시장에서

돌아와서는물을뿌리지않으면먹지아니하며그외

에도여러가지를지키어오는것이있으니잔과주발

과놋그릇을씻음이러라 5이에바리새인들과서기관

들이예수께묻되 `어찌하여당신의제자들은장로들

의유전을준행치아니하고부정한손으로떡을먹나

이까?' 6가라사대 `이사야가너희외식하는자에대하

여잘예언하였도다기록하였으되이백성이입술로는

나를존경하되마음은내게서멀도다 7사람의계명으

로교훈을삼아가르치니나를헛되이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너희가하나님의계명은버리고사람의

유전을지키느니라' 9또가라사대 `너희가너희유전

을지키려고하나님의계명을잘저버리는도다 10모세

는네부모를공경하라하고또아비나어미를훼방하

는자는반드시죽으리라하였거늘 11너희는가로되

사람이아비에게나어미에게나말하기를내가드려유

익하게할것이고르반곧하나님께드림이되었다고

하기만하면그만이라하고 12제아비나어미에게다

시아무것이라도하여드리기를허하지아니하여 13너

희의전한유전으로하나님의말씀을폐하며또이같

은일을많이행하느니라'하시고 14무리를다시불러

이르시되 `너희는다내말을듣고깨달으라 15무엇이

든지밖에서사람에게로들어가는것은능히사람을

더럽게하지못하되 16사람안에서나오는것이사람

을더럽게하는것이니라'하시고 17무리를떠나집으

로들어가시니제자들이그비유를묻자온대 18예수께

서이르시되 `너희도이렇게깨달음이없느냐? 무엇이

든지밖에서들어가는것이능히사람을더럽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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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을알지못하느냐? 19이는마음에들어가지아니

하고배에들어가뒤로나감이니라하심으로모든식

물을깨끗하다하셨느니라' 20또가라사대 `사람에게

서나오는그것이사람을더럽게하느니라 21속에서

곧사람의마음에서나오는것은악한생각곧음란과,

도적질과,살인과, 22간음과,탐욕과,악독과,속임과,

음탕과, 흘기는눈과,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23이모

든악한것이다속에서나와서사람을더럽게하느니

라' 24예수께서일어나사거기를떠나두로지경으로

가서한집에들어가아무도모르게하시려하나숨길

수없더라 25이에더러운귀신들린어린딸을둔한여

자가예수의소문을듣고곧와서그발아래엎드리니

26그여자는헬라인이요수로보니게족속이라자기딸

에게서귀신쫓아주시기를간구하거늘 27예수께서이

르시되 `자녀로먼저배불리먹게할지니자녀의떡을

취하여개들에게던짐이마땅치아니하니라' 28여자가

대답하여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상아래개들도

아이들의먹던부스러기를먹나이다' 29예수께서가라

사대 `이말을하였으니돌아가라귀신이네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여자가집에돌아가본즉아이

가침상에누웠고귀신이나갔더라 31예수께서다시

두로지경에서나와시돈을지나고데가볼리지경을

통과하여갈릴리호수에이르시매 32사람들이귀먹고

어눌한자를데리고예수께나아와안수하여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예수께서그사람을따로데리고무리를

떠나사손가락을그의양귀에넣고침뱉아그의혀에

손을대시며 34하늘을우러러탄식하시며그에게이르

시되 `에바다!' 하시니이는열리라는뜻이라 35그의

귀가열리고혀의맺힌것이곧풀려말이분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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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예수께서저희에게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이르지

말라'하시되경계하실수록저희가더욱널리전파하

니 37사람들이심히놀라가로되 `그가다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듣게하고벙어리도말하게한다' 하니라

8그즈음에또큰무리가있어먹을것이없는지라예

수께서제자들을불러이르시되 2 `내가무리를불쌍히

여기노라저희가나와함께있은지이미사흘이매먹

을것이없도다 3만일내가저희를굶겨집으로보내

면길에서기진하리라그중에는멀리서온사람도있

느니라' 4제자들이대답하되 `이광야에서어디서떡

을얻어이사람들로배부르게할수있으리이까?' 5예

수께서물으시되너희에게떡몇개나있느냐?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하거늘 6예수께서무리를명하사땅

에앉게하시고떡일곱개를가지사축사하시고떼어

제자들에게주어그앞에놓게하시니제자들이무리

앞에놓더라 7또작은생선두어마리가있는지라이

에축복하시고명하사이것도그앞에놓게하시니 8

배불리먹고남은조각일곱광주리를거두었으며 9사

람은약사천명이었더라예수께서저희를흩어보내

시고 10곧제자들과함께배에오르사달마누다지방

으로가시니라 11바리새인들이나와서예수께힐난하

며그를시험하여하늘로서오는표적을구하거늘 12

예수께서마음속에깊이탄식하시며가라사대 `어찌

하여이세대가표적을구하느냐?내가진실로너희에

게이르노니이세대에게표적을주시지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저희를떠나다시배에올라건너편으로가

시니라 14제자들이떡가져오기를잊었으매배에떡

한개밖에저희에게없더라 15예수께서경계하여가라

사대 `삼가바리새인들의누룩과헤롯의누룩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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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하신대 16제자들이서로의논하기를 `이는우리

에게떡이없음이로다' 하거늘 17예수께서아시고이

르시되 `너희가어찌떡이없음으로의논하느냐? 아직

도알지못하며깨닫지못하느냐? 너희마음이둔하냐?

18너희가눈이있어도보지못하며귀가있어도듣지

못하느냐?또기억지못하느냐? 19내가떡다섯개를

오천명에게떼어줄때에조각몇바구니를거두었더

냐?' 가로되 `열둘이니이다' 20 `또일곱개를사천명

에게떼어줄때에조각몇광주리를거두었더냐?' 가로

되 `일곱이니이다' 21가라사대 `아직도깨닫지못하느

냐?' 하시니라 22벳새다에이르매사람들이소경하나

를데리고예수께나아와손대시기를구하거늘 23예

수께서소경의손을붙드시고마을밖으로데리고나

가사눈에침을뱉으시며그에게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우러러보며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나무같은것들의걸어가는것을보나이

다' 하거늘 25이에그눈에다시안수하시매저가주목

하여보더니나아서만물을밝히보는지라 26예수께서

그사람을집으로보내시며가라사대 `마을에도들어

가지말라' 하시니라 27예수와제자들이가이사랴빌

립보여러마을로나가실새노중에서제자들에게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나를누구라고하느냐?' 28여짜와

가로되 `세례요한이라라고더러는엘리야더러는선

지자중의하나라하나이다' 29또물으시되 `너희는나

를누구라하느냐?' 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이에 `자기의일을아무에

게도말하지말라' 경계하시고 31인자가많은고난을

받고장로들과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버린바되

어죽임을당하고사흘만에살아나야할것을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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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가르치시되 32드러내놓고이말씀을하시니

베드로가예수를붙들고간하매 33예수께서돌이키사

제자들을보시며베드로를꾸짖어가라사대 `사단아!

내뒤로물러가라네가하나님의일을생각지아니하

고도리어사람의일을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무리

와제자들을불러이르시되 `아무든지나를따라오려

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십자가를지고나를좇을

것이니라 35누구든지제목숨을구원코자하면잃을

것이요누구든지나와복음을위하여제목숨을잃으

면구원하리라 36사람이만일온천하를얻고도제목

숨을잃으면무엇이유익하리요 37사람이무엇을주고

제목숨을바꾸겠느냐? 38누구든지이음란하고죄많

은세대에서나와내말을부끄러워하면인자도아버

지의영광으로거룩한천사들과함께올때에그사람

을부끄러워하리라'

9또저희에게이르시되 `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

노니여기섰는사람중에죽기전에하나님의나라가

권능으로임하는것을볼자들도있느니라' 하시니라 2

엿새후에예수께서베드로와야고보와요한을데리시

고따로높은산에올라가셨더니저희앞에서변형되

사 3그옷이광채가나며세상에서빨래하는자가그

렇게희게할수없을만큼심히희어졌더라 4이에엘

리야가모세와함께저희에게나타나예수로더불어

말씀하거늘 5베드로가예수께고하되 `랍비여우리가

여기있는것이좋사오니우리가초막셋을짓되하나

는주를위하여, 하나는모세를위하여, 하나는엘리야

를위하여하사이다'하니 6이는저희가심히무서워

하므로저가무슨말을할는지알지못함이더라 7마침

구름이와서저희를덮으며구름속에서소리가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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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내사랑하는아들이니너희는저의말을들으라'

하는지라 8문득둘러보니아무도보이지아니하고오

직예수와자기들뿐이었더라 9저희가산에서내려올

때에예수께서경계하시되 `인자가죽은자가운데서

살아날때까지는본것을아무에게도이르지말라' 하

시니 10저희가이말씀을마음에두며서로문의하되

`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는것이무엇일까?' 하고 11

이에예수께묻자와가로되 `어찌하여서기관들이엘

리야가먼저와야하리라하나이까?' 12가라사대 `엘

리야가과연먼저와서모든것을회복하거니와어찌

인자에대하여기록하기를많은고난을받고멸시를

당하리라하였느냐 13그러나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엘리야가왔으되기록된바와같이사람들이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하시니라 14저희가이에제자들에게

와서보니큰무리가둘렀고서기관들이더불어변론

하더니 15온무리가곧예수를보고심히놀라며달려

와문안하거늘 16예수께서물으시되 `너희가무엇을

저희와변론하느냐?' 17무리중에하나가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귀신들린내아들을선생님께데려왔

나이다 18귀신이어디서든지저를잡으면거꾸러져거

품을흘리며이를갈며그리고파리하여가는지라내

가선생의제자들에게내어쫓아달라하였으나저희가

능히하지못하더이다' 19대답하여가라사대 `믿음이

없는세대여!내가얼마나너희와함께있으며얼마나

너희를참으리요그를내게로데려오라' 하시매 20이

에데리고오니귀신이예수를보고곧그아이로심히

경련을일으키게하는지라저가땅에엎드러져굴며

거품을흘리더라 21예수께서그아비에게물으시되

`언제부터이렇게되었느냐?' 하시니가로되 `어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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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니이다 22귀신이저를죽이려고불과물에자주

던졌나이다그러나무엇을하실수있거든우리를불

쌍히여기사도와주옵소서' 23예수께서이르시되 `할

수있거든이무슨말이냐?믿는자에게는능치못할일

이없느니라!' 하시니 24곧그아이의아비가소리를질

러가로되 `내가믿나이다나의믿음없는것을도와주

소서!' 하더라 25예수께서무리의달려모이는것을보

시고그더러운귀신을꾸짖어가라사대 `벙어리되고

귀먹은귀신아!내가네게명하노니그아이에게서나

오고다시들어가지말라' 하시매 26귀신이소리지르

며아이로심히경련을일으키게하고나가니그아이

가죽은것같이되어많은사람이말하기를죽었다하

나 27예수께서그손을잡아일으키시니이에일어서

니라 28집에들어가시매제자들이종용히묻자오되

`우리는어찌하여능히그귀신을쫓아내지못하였나

이까?' 29이르시되 `기도외에다른것으로는이런유

가나갈수없느니라'하시니라 30그곳을떠나갈릴리

가운데로지날새예수께서아무에게도알리고자아니

하시니 31이는제자들을가르치시며또인자가사람들

의손에넘기워죽임을당하고죽은지삼일만에살아

나리라는것을말씀하시는연고더라 32그러나제자들

은이말씀을깨닫지못하고묻기도무서워하더라 33

가버나움에이르러집에계실새제자들에게물으시되

`너희가노중에서서로토론한것이무엇이냐?' 하시되

34저희가잠잠하니이는노중에서서로누가크냐? 하

고쟁론하였음이라 35예수께서앉으사열두제자를

불러서이르시되 `아무든지첫째가되고자하면뭇사

람의끝이되며뭇사람을섬기는자가되어야하리라'

하시고 36어린아이하나를데려다가그들가운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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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고안으시며제자들에게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이름으로이런어린아이하나를영접하면곧나를

영접함이요누구든지나를영접하면나를영접함이아

니요나를보내신이를영접함이니라' 38요한이예수

께여짜오되 `선생님우리를따르지않는어떤자가주

의이름으로귀신을내어쫓는것을우리가보고우리

를따르지아니하므로금하였나이다' 39예수께서가라

사대 `금하지말라내이름을의탁하여능한일을행하

고즉시로나를비방할자가없느니라 40우리를반대

하지않는자는우리를위하는자니라 41누구든지너

희를그리스도에게속한자라하여물한그릇을주면

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저가결단코상을잃

지않으리라 42또누구든지나를믿는이소자중하나

를실족케하면차라리연자맷돌을그목에달리우고

바다에던지움이나으리라 43만일네손이너를범죄

케하거든찍어버리라불구자로영생에들어가는것

이두손을가지고지옥꺼지지않는불에들어가는것

보다나으니라 (Geenna g1067) 44 (없음) 45만일네발이

너를범죄케하거든찍어버리라절뚝발이로영생에

들어가는것이두발을가지고지옥에던지우는것보

다나으니라 (Geenna g1067) 46 (없 음) 47만일네눈이너

를범죄케하거든뻬어버리라한눈으로하나님의나

라에들어가는것이두눈을가지고지옥에던지우는

것보다나으니라 (Geenna g1067) 48거기는구더기도죽지

않고불도꺼지지아니하느니라 49사람마다불로서소

금치듯함을받으리라 50소금은좋은것이로되만일

소금이그맛을잃으면무엇으로이를짜게하리요너

희속에소금을두고서로화목하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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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예수께서거기서떠나유대지경과요단강건너편

으로가시니무리가다시모여들거늘예수께서다시

전례대로가르치시더니 2바리새인들이예수께나아

와그를시험하여묻되 `사람이아내를내어버리는것

이옳으니이까?' 3대답하여가라사대 `모세가어떻게

너희에게명하였느냐?' 4가로되 `모세는이혼증서를

써주어내어버리기를허락하였나이다' 5예수께서저

희에게이르시되 `너희마음의완악함을인하여이명

령을기록하였거니와 6창조시로부터저희를남자와

여자로만드셨으니 7이러므로사람이그부모를떠나

서 8그둘이한몸이될지니라이러한즉이제둘이아

니요한몸이니 9그러므로하나님이짝지어주신것을

사람이나누지못할지니라'하시더라 10집에서제자들

이다시이일을묻자온대 11이르시되 `누구든지그아

내를내어버리고다른데장가드는자는본처에게간

음을행함이요 12또아내가남편을버리고다른데로

시집가면간음을행함이니라' 13사람들이예수의만

져주심을바라고어린아이들을데리고오매제자들이

꾸짖거늘 14예수께서보시고분히여겨이르시되 `어

린아이들의내게오는것을용납하고금하지말라하

나님의나라가이런자의것이니라 15내가진실로너

희에게이르노니누구든지하나님의나라를어린아이

와같이받들지않는자는결단코들어가지못하리라'

하시고 16그어린아이들을안고저희위에안수하시

고축복하시니라 17예수께서길에나가실새한사람이

달려와서꿇어앉아묻자오되 `선한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하여야영생을얻으리이까?' (aiōnios g166) 18예수

께서이르시되 `네가어찌하여나를선하다일컫느냐?

하나님한분외에는선한이가없느니라 19네가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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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아나니살인하지말라, 간음하지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거짓증거하지말라,속여취하지말라,네부모

를공경하라하였느니라' 20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

것은내가어려서부터다지키었나이다' 21예수께서

그를보시고사랑하여가라사대 `네게오히려한가지

부족한것이있으니가서네있는것을다팔아가난한

자들을주라그리하면하늘에서보화가네게있으리라

그리고와서나를좇으라!' 하시니 22그사람은재물이

많은고로이말씀을인하여슬픈기색을띠고근심하

며가니라 23예수께서둘러보시고제자들에게이르시

되 `재물이있는자는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기가심

히어렵도다' 하시니 24제자들이그말씀에놀라는지

라예수께서다시대답하여가라사대얘들아하나님의

나라에들어가기가어떻게어려운지 25약대가바늘귀

로나가는것이부자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는것

보다쉬우니라하신대 26제자들이심히놀라서로말

하되 `그런즉누가구원을얻을수있는가?' 하니 27예

수께서저희를보시며가라사대 `사람으로는할수없

으되하나님으로는그렇지아니하니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수있느니라!' 28베드로가여짜와가로되 `보

소서, 우리가모든것을버리고주를좇았나이다' 29예

수께서가라사대 `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나

와및복음을위하여집이나,형제나,자매나,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버린자는 30금세에있어집

과형제와자매와모친과자식과전토를백배나받되

핍박을겸하여받고내세에영생을받지못할자가없

느니라 (aiōn g165, aiōnios g166) 31그러나먼저된자로서나

중되고나중된자로서먼저될자가많으니라' 32예루

살렘으로올라가는길에예수께서제자들앞에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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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는데저희가놀라고좇는자들은두려워하더라이

에다시열두제자를데리시고자기의당할일을일러

가라사대 33 `보라, 우리가예루살렘에올라가노니인

자가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넘기우매저희가죽

이기로결안하고이방인들에게넘겨주겠고 34그들은

능욕하며침뱉으며채찍질하고죽일것이니저는삼

일만에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세베대의아들야고

보와요한이주께나아와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

이든지우리의구하는바를우리에게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이르시되 `너희에게무엇을하여주

기를원하느냐?' 37여짜오되 `주의영광중에서우리

를하나는주의우편에, 하나는좌편에앉게하여주옵

소서' 38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구하는것을너희가

알지못하는도다너희가나의마시는잔을마시며나

의받는세례를받을수있느냐?' 39저희가말하되 `할

수있나이다'예수께서이르시되 `너희가나의마시는

잔을마시며나의받는세례를받으려니와 40내좌우

편에앉는것은나의줄것이아니라누구를위하여예

비되었든지그들이얻을것이니라' 41열제자가듣고

야고보와요한에대하여분히여기거늘 42예수께서불

러다가이르시되 `이방인의소위집권자들이저희를

임의로주관하고그대인(大人)들이저희에게권세를

부리는줄을너희가알거니와 43너희중에는그렇지

아니하니너희중에누구든지크고자하는자는너희

를섬기는자가되고 44너희중에누구든지으뜸이되

고자하는자는모든사람의종이되어야하리라 45인

자의온것은섬김을받으려함이아니라도리어섬기

려하고자기목숨을많은사람의대속물로주려함이

니라' 46저희가여리고에이르렀더니예수께서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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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허다한무리와함께여리고에나가실때에디매오

의아들인소경거지바디매오가길가에앉았다가 47

나사렛예수시란말을듣고소리질러가로되 `다윗의

자손예수여,나를불쌍히여기소서!' 하거늘 48많은사

람이꾸짖어잠잠하라하되그가더욱소리질러가로

되 `다윗의자손이여,나를불쌍히여기소서!' 하는지라

49예수께서머물러서서 `저를부르라' 하시니저희가

그소경을부르며이르되 `안심하고일어나라너를부

르신다'하매 50소경이겉옷을내어버리고뛰어일어

나예수께나아오거늘 51예수께서일러가라사대 `네

게무엇을하여주기를원하느냐?' 소경이가로되 `선

생님이여, 보기를원하나이다' 52예수께서이르시되

`가라, 네믿음이너를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저가

곧보게되어예수를길에서좇으니라

11저희가예루살렘에가까이와서감람산벳바게와

베다니에이르렀을때에예수께서제자중둘을보내

시며 2이르시되 `너희맞은편마을로가라그리로들

어가면곧아직아무사람도타보지않은나귀새끼의

매여있는것을보리니풀어끌고오너라 3만일누가

너희에게왜이리하느냐?묻거든주가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즉시이리로보내리라' 하시니 4제자들이가

서본즉나귀새끼가문앞거리에매여있는지라그것

을푸니 5거기섰는사람중어떤이들이가로되 `나귀

새끼를풀어무엇하려느냐?' 하매 6제자들이예수의

이르신대로말한대이에허락하는지라 7나귀새끼를

예수께로끌고와서자기들의겉옷을그위에걸쳐두

매예수께서타시니 8많은사람은자기겉옷과다른

이들은밭에서벤나무가지를길에펴며 9앞에서가고

뒤에서따르는자들이소리지르되 `호산나찬송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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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의이름으로오시는이여! 10찬송하리로다오는

우리조상다윗의나라여! 가장높은곳에서호산나' 하

더라 11예수께서예루살렘에이르러성전에들어가사

모든것을둘러보시고때가이미저물매열두제자를

데리시고베다니에나가시다 12이튿날저희가베다니

에서나왔을때에예수께서시장하신지라 13멀리서잎

사귀있는한무화과나무를보시고혹그나무에무엇

이있을까하여가셨더니가서보신즉잎사귀외에아

무것도없더라이는무화과의때가아님이라 14예수

께서나무에게일러가라사대 `이제부터영원토록사

람이네게서열매를따먹지못하리라'하시니제자들

이이를듣더라 (aiōn g165) 15저희가예루살렘에들어가

니라예수께서성전에들어가사성전안에서매매하는

자들을내어쫓으시며돈바꾸는자들의상과비둘기

파는자들의의자를둘러엎으시며 16아무나기구를

가지고성전안으로지나다님을허치아니하시고 17이

에가르쳐이르시되 `기록된바내집은만민의기도하

는집이라칭함을받으리라고하지아니하였느냐?너

희는강도의굴혈을만들었도다'하시매 18대제사장들

과서기관들이듣고예수를어떻게멸할까하고꾀하

니이는무리가다그의교훈을기이히여기므로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매양저물매저희가성밖으로나

가더라 20저희가아침에지나갈때에무화과나무가뿌

리로부터마른것을보고 21베드로가생각이나서여

짜오되 `랍비여, 보소서저주하신무화과나무가말랐

나이다' 22예수께서대답하여저희에게이르시되 `하

나님을믿으라! 23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누

구든지이산더러들리어바다에던지우라하며그말

하는것이이를줄믿고마음에의심치아니하면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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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리라! 24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무엇

이든지기도하고구하는것은받은줄로믿으라그리

하면너희에게그대로되리라 25서서기도할때에아

무에게나혐의가있거든용서하라그리하여야하늘에

계신너희아버지도너희허물을사하여주시리라' 하

셨더라 26 (없 음) 27저희가다시예루살렘에들어가니

라예수께서성전에서걸어다니실때에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장로들이나아와 28가로되 `무슨권세로

이런일을하느뇨?누가이런일할이권세를주었느뇨

?' 29예수께서가라사대 `나도한말을너희에게물으

리니대답하라그리하면나도무슨권세로이런일을

하는지이르리라 30요한의세례가하늘로서냐?사람

에게로서냐? 내게대답하라' 31저희가서로의논하여

가로되 `만일하늘로서라하면어찌하여저를믿지아

니하였느냐?할것이니 32그러면사람에게로서라할

까?' 하였으나모든사람이요한을참선지자로여기므

로저희가백성을무서워하는지라 33이에예수께대답

하여가로되 `우리가알지못하노라? 하니예수께서가

라사대 `나도무슨권세로이런일을하는지너희에게

이르지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예수께서비유로저희에게말씀하시되 `한사람이

포도원을만들고산울로두르고즙짜는구유자리를

파고망대를짓고농부들에게세로주고타국에갔더

니 2때가이르매농부들에게포도원소출얼마를받으

려고한종을보내니 3저희가종을잡아심히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4다시다른종을보내니그의머리에

상처를내고능욕하였거늘 5또다른종을보내니저희

가그를죽이고또그외많은종들도혹은때리고혹은

죽인지라 6오히려한사람이있으니곧그의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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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라최후로이를보내며가로되내아들은공경

하리라하였더니 7저농부들이서로말하되이는상속

자니자, 죽이자그러면그유업이우리것이되리라하

고 8이에잡아죽여포도원밖에내어던졌느니라 9포

도원주인이어떻게하겠느뇨?와서그농부들을진멸

하고포도원을다른사람들에게주리라 10너희가성경

에건축자들의버린돌이모퉁이의머릿돌이되었나니

11이것은주로말미암아된것이요우리눈에기이하도

다함을읽어보지도못하였느냐?' 하시더라 12저희가

예수의이비유는자기들을가리켜말씀하심인줄알

고잡고자하되무리를두려워하여예수를버려두고

가니라 13저희가예수의말씀을책잡으려하여바리새

인과헤롯당중에서사람을보내매 14와서가로되 `선

생님이여,우리가아노니당신은참되시고아무라도

꺼리는일이없으시니이는사람을외모로보지않고

오직참으로써하나님의도를가르치심이니이다가이

사에게세를바치는것이가하니이까?불가하니이까?

15우리가바치리이까? 말리이까?'한대예수께서그외

식함을아시고이르시되 `어찌하여나를시험하느냐?

데나리온하나를가져다가내게보이라' 하시니 16가

져왔거늘예수께서가라사대 `이화상과이글이뉘것

이냐?' 가로되 `가이사의것이니이다' 17이에예수께

서가라사대 `가이사의것은가이사에게하나님의것

은하나님께바치라' 하시니저희가예수께대하여심

히기이히여기더라 18부활이없다하는사두개인들이

예수께와서물어가로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우리

에게써주기를사람의형이자식이없이아내를두고

죽거든그동생이그아내를취하여형을위하여후사

를세울지니라하였나이다 20칠형제가있었는데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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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취하였다가후사가없이죽고 21둘째도그여

자를취하였다가후사가없이죽고세째도그렇게하

여 22일곱이다후사가없었고최후에여자도죽었나

이다 23일곱사람이다그를아내로취하였으니부활을

당하여저희가살아날때에그중에뉘아내가되리이

까?' 24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가성경도하나님의

능력도알지못하므로오해함이아니냐? 25사람이죽

은자가운데서살아날때에는장가도아니가고시집

도아니가고하늘에있는천사들과같으니라 26죽은

자의살아난다는것을의논할찐대너희가모세의책

중가시나무떨기에관한글에하나님께서모세에게이

르시되나는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

요야곱의하나님이로라하신말씀을읽어보지하였느

냐 27하나님은죽은자의하나님이아니요산자의하

나님이시라너희가크게오해하였도다'하시니라 28서

기관중한사람이저희의변론하는것을듣고예수께

서대답잘하신줄을알고나아와묻되 `모든계명중에

첫째가무엇이니이까?' 29예수께서대답하시되 `첫째

는이것이니이스라엘아! 들으라주, 곧우리하나님은

유일한주시라 30네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뜻

을다하고힘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라하

신것이라 31둘째는이것이니네이웃을네몸과같이

사랑하라하신것이라이에서더큰계명이없느니라'

32서기관이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하나님은

한분이시요그외에다른이가없다하신말씀이참이

니이다 33또마음을다하고지혜를다하고힘을다하

여하나님을사랑하는것과또이웃을제몸과같이사

랑하는것이전체로드리는모든번제물과기타제물

보다나으니이다' 34예수께서그지혜있게대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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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고이르시되 `네가하나님의나라에멀지않도다'

하시니그후에감히묻는자가없더라 35예수께서성

전에서가르치실새대답하여가라사대 `어찌하여서기

관들이그리스도를다윗의자손이라하느뇨? 36다윗

이성령에감동하여친히말하되주께서내주께이르

시되내가네원수를발아래둘때까지내우편에앉았

으라하셨도다하였느니라 37다윗이그리스도를주라

하였은즉어찌그의자손이되겠느냐?' 하시더라백성

이즐겁게듣더라 38예수께서가르치실때에가라사대

`긴옷을입고다니는것과시장에서문안받는것과 39

회당의상좌와잔치의상석을원하는서기관들을삼가

라 40저희는과부의가산을삼키며외식으로길게기

도하는자니그받는판결이더욱중하리라' 하시니라

41예수께서연보궤를대하여앉으사무리의연보궤에

돈넣는것을보실새여러부자는많이넣는데 42한가

난한과부는와서두렙돈곧한고드란트를넣는지라

43예수께서제자들을불러다가이르시되 `내가진실로

너희에게이르노니이가난한과부는연보궤에넣는

모든사람보다많이넣었도다 44저희는다그풍족한

중에서넣었거니와이과부는그구차한중에서자기

모든소유곧생활비전부를넣었느니라' 하셨더라

13예수께서성전에서나가실때에제자중하나가가

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이돌들이어떠하며이건물

들이어떠하니이까?' 2예수께서이르시되 `네가이큰

건물들을보느냐?돌하나도돌위에남지않고다무너

뜨려지리라' 하시니라 3예수께서감람산에서성전을

마주대하여앉으셨을때에베드로와야고보와요한과

안드레가종용히묻자오되 4 `우리에게이르소서어느

때에이런일이있겠사오며이모든일이이루려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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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무슨징조가있사오리이까?' 5예수께서이르시되

`너희가사람의미혹을받지않도록주의하라 6많은

사람이내이름으로와서이르되내가그로라하여많

은사람을미혹케하리라 7난리와난리소문을들을

때에두려워말라이런일이있어야하되끝은아직아

니니라 8민족이민족을나라가나라를대적하여일어

나겠고처처에지진이있으며기근이있으리니이는

재난의시작이니라 9너희는스스로조심하라사람들

이너희를공회에넘겨주겠고너희를회당에서매질하

겠으며나를인하여너희가관장들과임금들앞에서

리니이는저희에게증거되려함이라 10또복음이먼

저만국에전파되어야할것이니라 11사람들이너희를

끌어다가넘겨줄때에무슨말을할까미리염려치말

고무엇이든지그시에너희에게주시는그말을하라

말하는이는너희가아니요성령이시니라 12형제가형

제를아비가자식을죽는데내어주며자식들이부모를

대적하여죽게하리라 13또너희가내이름을인하여

모든사람에게미움을받을것이나나중까지견디는

자는구원을얻으리라 14멸망의가증한것이서지못

할곳에선것을보거든 (읽는자는깨달을진저)그때

에유대에있는자들은산으로도망할지어다 15지붕

위에있는자는내려가지도말고집에있는무엇을가

지러들어가지도말며 16밭에있는자는겉옷을가지

러뒤로돌이키지말지어다 17그날에는아이밴자들

과젖먹이는자들에게화가있으리로다 18이일이겨

울에나지않도록기도하라 19이는그날들은환난의

날이되겠음이라하나님의창조하신창조부터지금까

지이런환난이없었고후에도없으리라 20만일주께

서그날들을감하지아니하셨더면모든육체가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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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못할것이어늘자기의택하신백성을위하여그

날들을감하셨느니라 21그때에사람이너희에게말하

되보라그리스도가여기있다보라저기있다하여도

믿지말라 22거짓그리스도들과거짓선지자들이일어

나서이적과기사를행하여할수만있으면택하신백

성을미혹케하려하리라 23너희는삼가라내가모든

일을너희에게미리말하였노라 24그때에그환난후

해가어두워지며달이빛을내지아니하며 25별들이

하늘에서떨어지며하늘에있는권능들이흔들리리라

26그때에인자가구름을타고큰권능과영광으로오

는것을사람들이보리라 27또그때에저가천사들을

보내어자기택하신자들을땅끝으로부터하늘끝까

지사방에서모으리라 28무화과나무의비유를배우라

그가지가연하여지고잎사귀를내면여름이가까운

줄을아나니 29이와같이너희가이런일이나는것을

보거든인자가가까이곧문앞에이른줄을알라 30내

가진실로너희에게말하노니이세대가지나가기전

에이일이다이루리라 31천지는없어지겠으나내말

은없어지지아니하리라 32그러나그날과그때는아

무도모르나니하늘에있는천사들도아들도모르고

아버지만아시느니라 33주의하라깨어있으라그때가

언제인지알지못함이니라 34가령사람이집을떠나

타국으로갈때에그종들에게권한을주어각각사무

를맡기며문지기에게깨어있으라명함과같으니 35

그러므로깨어있으라집주인이언제올는지혹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울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

희가알지못함이라 36그가홀연히와서너희의자는

것을보지않도록하라 37깨어있으라내가너희에게

하는이말이모든사람에게하는말이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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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틀이지나면유월절과무교절이라대제사장들

과서기관들이예수를궤계로잡아죽일방책을구하

며 2가로되 `민요가날까하노니명절에는말자'하더

라 3예수께서베다니문둥이시몬의집에서식사하실

때에한여자가매우값진향유곧순전한나드한옥합

을가지고와서그옥합을깨뜨리고예수의머리에부

으니 4어떤사람들이분내어서로말하되 `무슨의사

로이향유를허비하였는가 5이향유를삼백데나리온

이상에팔아가난한자들에게줄수있었겠도다' 하며

그여자를책망하는지라 6예수께서가라사대 `가만두

어라너희가어찌하여저를괴롭게하느냐저가내게

좋은일을하였느니라 7가난한자들은항상너희와함

께있으니아무때라도원하는대로도울수있거니와

나는너희와항상함께있지아니하리라 8저가힘을

다하여내몸에향유를부어내장사를미리준비하였

느니라 9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온천하에어

디서든지복음이전파되는곳에는이여자의행한일

도말하여저를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0열둘중에하

나인가룟유다가예수를넘겨주려고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저희가듣고기뻐하여돈을주기로약속하니

유다가예수를어떻게넘겨줄기회를찾더라 12무교

절의첫날곧유월절양잡는날에제자들이예수께여

짜오되 `우리가어디로가서선생님으로유월절을잡

수시게예비하기를원하시나이까?' 하매 13예수께서

제자중에둘을보내시며가라사대 `성내(城內)로들어

가라그리하면물한동이를가지고가는사람을만나

리니그를따라가서 14어디든지그의들어가는그집

주인에게이르되 `선생님의말씀이내가내제자들과

함께유월절을먹을나의객실이어디있느뇨?하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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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라 15그리하면자리를베풀고예비된큰다락방

을보이리니거기서우리를위하여예비하라'하신대

16제자들이나가성내로들어가서예수의하시던말씀

대로만나유월절을예비하니라 17저물매그열둘을

데리시고와서 18다앉아먹을때에예수께서가라사

대 `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중에한사람

곧나와함께먹는자가나를팔리라' 하신대 19저희가

근심하여하나씩하나씩여짜오되 `내니이까?' 20이르

시되 `열둘중하나곧나와함께그릇에손을넣는자

니라 21인자는자기에게대하여기록된대로가거니와

인자를파는그사람에게는화가있으리로다그사람

은차라리나지아니하였더면제게좋을뻔하였느니라

' 하시니라 22저희가먹을때에예수께서떡을가지사

축복하시고떼어제자들에게주시며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내몸이니라'하시고 23또잔을가지사사례하

시고저희에게주시니다이를마시매 24가라사대 `이

것은많은사람을위하여흘리는바나의피곧언약의

피니라 25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내가포도나무에

서난것을하나님나라에서새것으로마시는날까지

다시마시지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이에저희가찬

미하고감람산으로나가니라 27예수께서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다나를버리리라이는기록된바내

가목자를치리니양들이흩어지리라하였느니라 28그

러나내가살아난후에너희보다먼저갈릴리로가리

라' 29베드로가여짜오되 `다버릴지라도나는그렇지

않겠나이다' 30예수께서가라사대 `내가진실로네게

이르노니오늘이밤닭이두번울기전에네가세번나

를부인하리라' 31베드로가힘있게말하되 `내가주와

함께죽을지언정주를부인하지않겠나이다'하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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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제자도이와같이말하니라 32저희가겟세마네라

하는곳에이르매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나의

기도할동안에너희는여기앉았으라하시고 33베드로

와야고보와요한을데리고가실새심히놀라시며슬

퍼하사 34말씀하시되 `내마음이심히고민하여죽게

되었으니너희는여기머물러깨어있으라'하시고 35

조금나아가사땅에엎드리어될수있는대로이때가

자기에게서지나가기를구하여 36가라사대 `아바, 아

버지여! 아버지께는모든것이가능하오니이잔을내

게서옮기시옵소서그러나나의원대로마옵시고아버

지의원대로하옵소서' 하시고 37돌아오사제자들의

자는것을보시고베드로에게말씀하시되 `시몬아, 자

느냐?네가한시동안도깨어있을수없더냐? 38시험

에들지않게깨어있어기도하라!마음에는원이로되

육신이약하도다' 하시고 39다시나아가동일한말씀

으로기도하시고 40다시오사보신즉저희가자니이

는저희눈이심히피곤함이라저희가예수께무엇으

로대답할줄을알지못하더라 41세번째오사저희에

게이르시되 `이제는자고쉬라그만이다때가왔도다

보라, 인자가죄인의손에팔리우느니라 42일어나라

함께가자보라나를파는자가가까이왔느니라' 43말

씀하실때에곧열둘중의하나인유다가왔는데대제

사장들과서기관들과장로들에게파송된무리가검과

몽치를가지고그와함께하였더라 44예수를파는자

가이미그들과군호를짜가로되 `내가입맞추는자가

그이니그를잡아단단히끌어가라'하였는지라 45이

에와서곧예수께나아와 `랍비여' 하고입을맞추니

46저희가예수께손을대어잡거늘 47곁에섰는자중

에한사람이검을빼어대제사장의종을쳐그귀를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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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뜨리니라 48예수께서무리에게말씀하여가라사대

`너희가강도를잡는것같이검과몽치를가지고나를

잡으러나왔느냐? 49내가날마다너희와함께성전에

있어서가르쳤으되너희가나를잡지아니하였도다그

러나이는성경을이루려함이니라' 하시더라 50제자

들이다예수를버리고도망하니라 51한청년이벗은

몸에베홑이불을두르고예수를따라오다가무리에게

잡히매 52베홑이불을버리고벗은몸으로도망하니라

53저희가예수를끌고대제사장에게로가니대제사장

들과장로들과서기관들이다모이더라 54베드로가예

수를멀찍이좇아대제사장의집뜰안까지들어가서

하속들과함께앉아불을쬐더라 55대제사장들과온

공회가예수를죽이려고그를칠증거를찾되얻지못

하니 56이는예수를쳐서거짓증거하는자가많으나

그증거가서로합하지못함이라 57어떤사람들이일

어나예수를쳐서거짓증거하여가로되 58 `우리가그

의말을들으니손으로지은이성전을내가헐고손으

로짓지아니한다른성전을사흘에지으리라하더라'

하되 59오히려그증거도서로합하지않더라 60대제

사장이가운데일어서서예수에게물어가로되 `너는

아무대답도없느냐?이사람들의너를치는증거가어

떠하냐?' 하되 61잠잠하고아무대답도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다시물어가로되 `네가찬송받을자의아

들그리스도냐?' 62예수께서이르시되 `내가그니라!

인자가권능자의우편에앉은것과하늘구름을타고

오는것을너희가보리라' 하시니 63대제사장이자기

옷을찢으며가로되 `우리가어찌더증인을요구하리

요 64그참람한말을너희가들었도다너희는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저희가다예수를사형에해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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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죄하고 65혹은그에게침을뱉으며그의얼굴을

가리우고주먹으로치며가로되 `선지자노릇을하라'

하고하속들은손바닥으로치더라 66베드로는아래뜰

에있더니대제사장의비자하나가와서 67베드로의

불쬠을보고주목하여가로되 `너도나사렛예수와함

께있었도다' 하거늘 68베드로가부인하여가로되 `나

는네말하는것이무엇인지알지도못하고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앞뜰로나갈새 69비자가그를보고

곁에서있는자들에게다시이르되 `이사람은그당

(黨)이라' 하되 70또부인하더라조금후에곁에서있

는사람들이다시베드로에게말하되 `너는갈릴리사

람이니참으로그당(黨)이니라' 71베드로가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너희의말하는이사람을알지못하노

라'하니 72닭이곧두번째울더라이에베드로가예수

께서자기에게하신말씀곧닭이두번울기전에네가

세번나를부인하리라하심이기억되어생각하고울었

더라

15새벽에대제사장들이즉시장로들과서기관들곧

온공회로더불어의논하고예수를결박하여끌고가

서빌라도에게넘겨주니 2빌라도가묻되 `네가유대

인의왕이냐?' 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네말이

옳도다' 하시매 3대제사장들이여러가지로고소하는

지라 4빌라도가또물어가로되 `아무대답도없느냐?

저희가얼마나많은것으로너를고소하는가보라' 하

되 5예수께서다시아무말씀도대답지아니하시니빌

라도가기이히여기더라 6명절을당하면백성의구하

는대로죄수하나를놓아주는전례가있더니 7민란

을꾸미고이민란에살인하고포박된자중에바라바

라하는자가있는지라 8무리가나아가서전례대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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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기를구한대 9빌라도가대답하여가로되 `너희는

내가유대인의왕을너희에게놓아주기를원하느냐?'

하니 10이는저가대제사장들이시기로예수를넘겨

준줄앎이러라 11그러나대제사장들이무리를충동하

여도리어바라바를놓아달라하게하니 12빌라도가

또대답하여가로되 `그러면너희가유대인의왕이라

하는이는내가어떻게하랴?' 13저희가다시소리지르

되 `저를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 14빌라도가가로되

`어찜이뇨무슨악한일을하였느냐?' 하니더욱소리

지르되 `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 하는지라 15빌라도

가무리에게만족을주고자하여바라바는놓아주고

예수는채찍질하고십자가에못박히게넘겨주니라 16

군병들이예수를끌고브라이도리온이라는뜰안으로

들어가서온군대를모으고 17예수에게자색옷을입

히고가시면류관을엮어씌우고 18예(禮)하여가로되

`유대인의왕이여평안할지어다' 하고 19갈대로그의

머리를치며침을뱉으며꿇어절하더라 20희롱을다

한후자색옷을벗기고도로그의옷을입히고십자가

에못박으려고끌고나가니라 21마침알렉산더와루

포의아비인구레네사람시몬이시골로서와서지나

가는데저희가그를억지로같이가게하여예수의십

자가를지우고 22예수를끌고골고다라하는곳(번역

하면해골의곳)에이르러 23몰약을탄포도주를주었

으나예수께서받지아니하시니라 24십자가에못박고

그옷을나눌새누가어느것을얻을까하여제비를뽑

더라 25때가제삼시가되어십자가에못박으니라 26

그위에있는죄패에유대인의왕이라썼고 27강도둘

을예수와함께십자가에못박으니하나는그의우편

에하나는좌편에있더라 28 (없음) 29지나가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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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기머리를흔들며예수를모욕하여가로되 `아하,

성전을헐고사흘에짓는자여 30네가너를구원하여

십자가에서내려오라' 하고 31그와같이대제사장들

도서기관들과함께희롱하며서로말하되 `저가남은

구원하였으되자기는구원할수없도다 32이스라엘의

왕그리스도가지금십자가에서내려와우리로보고

믿게할지어다' 하며함께십자가에못박힌자들도예

수를욕하더라 33제육시가되매온땅에어두움이임

하여제구시까지계속하더니 34제구시에예수께서

크게소리지르시되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 하시니

이를번역하면 [나의하나님나의하나님어찌하여나

를버리셨나이까?] 하는뜻이라 35곁에섰던자중어

떤이들이듣고가로되 `보라엘리야를부른다' 하고 36

한사람이달려가서해융에신포도주를머금게하여갈

대에꿰어마시우고가로되 `가만두어라엘리야가와

서저를내려주나보자' 하더라 37예수께서큰소리를

지르시고운명하시다 38이에성소휘장이위로부터아

래까지찢어져둘이되니라 39예수를향하여섰던백

부장이그렇게운명하심을보고가로되 `이사람은진

실로하나님의아들이었도다'하더라 40멀리서바라보

는여자들도있는데그중에막달라마리아와또작은

야고보와요세의어머니마리아와또살로메가있었으

니 41이들은예수께서갈릴리에계실때에좇아섬기

던자요또이외에도예수와함께예루살렘에올라온

여자가많이있었더라 42이날은예비일곧안식일전

날이므로저물었을때에 43아리마대사람요셉이와서

당돌히빌라도에게들어가예수의시체를달라하니

이사람은존귀한공회원이요하나님의나라를기다리

는자라 44빌라도는예수께서벌써죽었을까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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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히여겨백부장을불러죽은지오래냐? 묻고 45백부

장에게알아본후에요셉에게시체를내어주는지라

46요셉이세마포를사고예수를내려다가이것으로싸

서바위속에판무덤에넣어두고돌을굴려무덤문에

놓으매 47때에막달라마리아와요세의어머니마리아

가예수둔곳을보더라

16안식일이지나매막달라마리아와야고보의어머

니마리아와또살로메가가서예수께바르기위하여

향품을사다두었다가 2안식후첫날매우일찌기해

돋은때에그무덤으로가며 3서로말하되 `누가우리

를위하여무덤문에서돌을굴려주리요' 하더니 4눈

을들어본즉돌이벌써굴려졌으니그돌이심히크더

라 5무덤에들어가서흰옷을입은한청년이우편에

앉은것을보고놀라매 6청년이이르되 `놀라지말라

너희가십자가에못박히신나사렛예수를찾는구나

그가살아나셨고여기계시지아니하니라보라그를

두었던곳이니라 7가서그의제자들과베드로에게이

르기를예수께서너희보다먼저갈릴리로가시나니전

에너희에게말씀하신대로너희가거기서뵈오리라

하라'하는지라 8여자들이심히놀라떨며나와무덤

에서도망하고무서워하여아무에게아무말도하지

못하더라 9 (note: The most reliable and earliest manuscripts do not

include Mark 16:9-20.) (예수께서안식후첫날이른아침에

살아나신후전에일곱귀신을쫓아내어주신막달라

마리아에게먼저보이시니 10마리아가가서예수와함

께하던사람들의슬퍼하며울고있는중에이일을고

하매 11그들은예수의살으셨다는것과마리아에게보

이셨다는것을듣고도믿지아니하니라 12그후에저

희중두사람이걸어서시골로갈때에예수께서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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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저희에게나타나시니 13두사람이가서남은

제자들에게고하였으되역시믿지아니하니라 14그후

에열한제자가음식먹을때에예수께서저희에게나

타나사저희의믿음없는것과마음이완악한것을꾸

짖으시니이는자기의살아난것을본자들의말을믿

지아니함일러라 15또가라사대 `너희는온천하에다

니며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 16믿고세례를받는

사람은구원을얻을것이요믿지않는사람은정죄를

받으리라 17믿는자들에게는이런표적이따르리니곧

저희가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새방언을말하

며 18뱀을집으며무슨독을마실지라도해를받지아

니하며병든사람에게손을얹은즉나으리라'하시더

라 19주예수께서말씀을마치신후에하늘로올리우

사하나님우편에앉으시니라 20제자들이나가두루

전파할새주께서함께역사하사그따르는표적으로

말씀을확실히증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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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우리중에이루어진사실에대하여 2처음부터말씀

의목격자되고일군된자들의전하여준그대로내력

을저술하려고붓을든사람이많은지라 3그모든일

을근원부터자세히미루어살핀나도데오빌로각하

에게차례대로써보내는것이좋은줄알았노니 4이

는각하로그배운바의확실함을알게하려함이로다

5유대왕헤롯때에아비야반열에제사장하나가있으

니이름은사가랴요그아내는아론의자손이니이름

은엘리사벳이라 6이두사람이하나님앞에의인이니

주의모든계명과규례대로흠이없이행하더라 7엘리

사벳이수태를못하므로저희가무자하고두사람의

나이많더라 8마침사가랴가그반열의차례대로제사

장의직무를하나님앞에행할새 9제사장의전례를따

라제비를뽑아주의성소에들어가분향하고 10모든

백성은그분향하는시간에밖에서기도하더니 11주의

사자가저에게나타나향단우편에선지라 12사가랴가

보고놀라며무서워하니 13천사가일러가로되 `사가

랴여무서워말라너의간구함이들린지라네아내엘

리사벳이네게아들을낳아주리니그이름을요한이

라하라 14너도기뻐하고즐거워할것이요많은사람

도그의남을기뻐하리니 15이는저가주앞에큰자가

되며포도주나소주를마시지아니하며모태로부터성

령의충만함을입어 16이스라엘자손을주곧저희하

나님께로많이돌아오게하겠음이니라 17저가또엘리

야의심령과능력으로주앞에앞서가서아비의마음

을자식에게거스리는자를의인의슬기에돌아오게

하고주를위하여세운백성을예비하리라' 18사가랴

가천사에게이르되 `내가이것을어떻게알리요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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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아내도나이많으니이다' 19천사가대답하여가

로되 `나는하나님앞에섰는가브리엘이라이좋은소

식을전하여네게말하라고보내심을입었노라 20보라

이일의되는날까지네가벙어리가되어능히말을못

하리니이는내말을네가믿지아니함이어니와때가

이르면내말이이루리라' 하더라 21백성들이사가랴

를기다리며그의성소안에서지체함을기이히여기

더니 22그가나와서저희에게말을못하니백성들이

그성소안에서이상은본줄알았더라그가형용으로

뜻을표시하며그냥벙어리대로있더니 23그직무의

날이다되매집으로돌아가니라 24이후에그아내엘

리사벳이수태하고다섯달동안숨어있으며가로되

25 `주께서나를돌아보시는날에인간에내부끄러움

을없게하시려고이렇게행하심이라' 하더라 26여섯

째달에천사가브리엘이하나님의보내심을받들어

갈릴리나사렛이란동네에가서 27다윗의자손요셉이

라하는사람과정혼한처녀에게이르니그처녀의이

름은마리아라 28그에게들어가가로되 `은혜를받은

자여!평안할지어다!주께서너와함께하시도다'하니

29처녀가그말을듣고놀라이런인사가어찌함인고

생각하매 30천사가일러가로되 `마리아여무서워말

라네가하나님께은혜를얻었느니라 31보라네가수

태하여아들을낳으리니그이름을예수라하라 32저

가큰자가되고지극히높은신이의아들이라일컬을

것이요주하나님께서그조상다윗의위를저에게주

시리니 33영원히야곱의집에왕노릇하실것이며그

나라가무궁하리라' (aiōn g165) 34마리아가천사에게말

하되 `나는사내를알지못하니어찌이일이있으리이

까?' 35천사가대답하여가로되 `성령이네게임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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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극히높으신이의능력이너를덮으시리니이러

므로나실바거룩한자는하나님의아들이라일컬으

리라 36보라네친족엘리사벳도늙어서아들을배었

느니라본래수태하지못한다하던이가이미여섯달

이되었나니 37대저하나님의모든말씀은능치못하

심이없느니라!' 38마리아가가로되 `주의계집종이오

니말씀대로내게이루어지이다!' 하매천사가떠나가

니라 39이때에마리아가일어나빨리산중에가서유

대한동네에이르러 40사가랴의집에들어가엘리사

벳에게문안하니 41엘리사벳이마리아의문안함을들

으매아이가복중에서뛰노는지라엘리사벳이성령의

충만함을입어 42큰소리로불러가로되 `여자중에네

가복이있으며네태중의아이도복이있도다 43내주

의모친이내게나아오니이어찌된일인고 44보라네

문안하는소리가내귀에들릴때에아이가내복중에

서기쁨으로뛰놀았도다 45믿은여자에게복이있도다

주께서그에게하신말씀이반드시이루리라' 46마리

아가가로되내영혼이주를찬양하며 47 `내 마음이하

나님내구주를기뻐하였음은 48그계집종의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보라이제후로는만세에나를복이

있다일컬으리로다 49능하신이가큰일을내게행하

셨으니그이름이거룩하시며 50긍휼하심이두려워하

는자에게대대로이르는도다 51그의팔로힘을보이

사마음의생각이교만한자들을흩으셨고 52권세있는

자를그위에서내리치셨으며비천한자를높이셨고

53주리는자를좋은것으로배불리셨으며부자를공수

로보내셨도다 54그종이스라엘을도우사긍휼히여

기시고기억하시되 55우리조상에게말씀하신것과같

이아브라함과및그자손에게영원히하시리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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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aiōn g165) 56마리아가석달쯤함께있다가집으로

돌아가니라 57엘리사벳이해산할기한이차서아들을

낳으니 58이웃과친족이주께서저를크게긍휼히여

기심을듣고함께즐거워하더라 59팔일이되매아이

를할례하러와서그부친의이름을따라사가랴라하

고자하더니 60그모친이대답하여가로되 `아니라요

한이라할것이라' 하매 61저희가가로되 `네친족중

에이이름으로이름한이가없다'하고 62그부친께형

용하여무엇으로이름하려하는가물으니 63저가서판

을달라하여그이름은요한이라쓰매다기이히여기

더라 64이에그입이곧열리고혀가풀리며말을하여

하나님을찬송하니 65그근처에사는자가다두려워

하고이모든말이온유대산중에두루퍼지매 66듣는

사람이다이말을마음에두며가로되 `이아이가장차

어찌될꼬?' 하니이는주의손이저와함께하심이러라

67그부친사가랴가성령의충만함을입어예언하여

가로되 68 `찬송하리로다주이스라엘의하나님이여

그백성을돌아보사속량하시며 69우리를위하여구원

의뿔을그종다윗의집에일으키셨으니 70이것은주

께서예로부터거룩한선지자의입으로말씀하신바와

같이 (aiōn g165) 71우리원수에게서와우리를미워하는

모든자의손에서구원하시는구원이라 72우리조상을

긍휼히여기시며그거룩한언약을기억하셨으니 73곧

우리조상아브라함에게맹세하신맹세라 74우리로원

수의손에서건지심을입고 75종신토록주의앞에서

성결과의로두려움이없이섬기게하리라하셨도다

76이아이여네가지극히높으신이의선지자라일컬

음을받고주앞에앞서가서그길을예비하여 77주의

백성에게그죄사함으로말미암는구원을알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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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78이는우리하나님의긍휼을인함이라이로써돋

는해가위로부터우리에게임하여 79어두움과죽음의

그늘에앉은자에게비취고우리발을평강의길로인

도하시리로다'하니라 80아이가자라며심령이강하여

지며이스라엘에게나타나는날까지빈들에있으니

라

2이때에가이사아구스도가영을내려천하로다호

적하라하였으니 2이호적은구레뇨가수리아총독되

었을때에첫번한것이라 3모든사람이호적하러각각

고향으로돌아가매 4요셉도다윗의집족속인고로갈

릴리나사렛동네에서유대를향하여베들레헴이라하

는다윗의동네로 5그정혼한마리아아함께호적하러

올라가니마리아가이미잉태되었더라 6거기있을그

때에해산할날이차서 7맏아들을낳아강보로싸서

구유에뉘었으니이는사관에있을곳이없음이러라 8

그지경에목자들이밖에서밤에자기양떼를지키더

니 9주의사자가곁에서고주의영광이저희를두루

비취매크게무서워하는지라 10천사가이르되 `무서

워말라보라내가온백성에게미칠큰기쁨의좋은소

식을너희에게전하노라 11오늘날다윗의동네에너희

를위하여구주가나셨으니곧그리스도주시니라 12

너희가가서강보에싸여구유에누인아기를보리니

이것이너희에게표적이니라'하더니 13홀연히허다한

천군이그천사와함께있어하나님을찬송하여가로

되 14 `지극히높은곳에서는하나님께영광이요땅에

서는기뻐하심을입은사람들중에평화로다'하니라

15천사들이떠나하늘로올라가니목자가서로말하되

`이제베들레헴까지가서주께서우리에게알리신바

이이루어진일을보자' 하고 16빨리가서마리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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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과구유에누인아기를찾아서 17보고천사가자기

들에게이아기에대하여말한것을고하니 18듣는자

가다목자의말하는일을기이히여기되 19마리아는

이모든말을마음에지키어생각하니라 20목자가자

기들에게이르던바와같이듣고본그모든것을인하

여하나님께영광을돌리고찬송하며돌아가니라 21할

례할팔일이되매그이름을예수라하니곧수태하기

전에천사의일컬은바러라 22모세의법대로결례의

날이차매아기를데리고예루살렘에올라가니 23이는

주의율법에쓴바첫태에처음난남자마다주의거룩

한자라하리라한대로아기를주께드리고 24또주의

율법에말씀하신대로비둘기한쌍이나혹어린반구

둘로제사하려함이더라 25예루살렘에시므온이라하

는사람이있으니이사람이의롭고경건하여이스라

엘의위로를기다리는자라성령이그위에계시더라

26저가주의그리스도를보기전에죽지아니하리라

하는성령의지시를받았더니 27성령의감동으로성전

에들어가매마침부모가율법의전례대로행하고자

하여그아기예수를데리고오는지라 28시므온이아

기를안고하나님을찬송하여가로되 29 `주재여이제

는말씀하신대로종을평안히놓아주시는도다 30내

눈이주의구원을보았사오니 31이는만민앞에예비

하신것이요 32이방을비추는빛이요주의백성이스

라엘의영광이니이다'하니 33그부모가그아기에대

한말들을기이히여기더라 34시므온이저희에게축복

하고그모친마리아에게일러가로되 `보라이아이는

이스라엘중많은사람의패하고흥함을위하여비방

을받는표적되기위하여세움을입었고 35또칼이네

마음을찌르듯하리라이는여러사람의마음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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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드러내려함이니라'하더라 36또아셀지파바누엘

의딸안나라하는선지자가있어나이매우늙었더라

그가출가한후일곱해동안남편과함께살다가 37과

부된지팔십사년이라이사람이성전을떠나지아니

하고주야에금식하며기도함으로섬기더니 38마침이

때에나아와서하나님께감사하고예루살렘의구속됨

을바라는모든사람에게이아기에대하여말하니라

39주의율법을좇아모든일을필하고갈릴리로돌아

가본동네나사렛에이르니라 40아기가자라며강하

여지고지혜가충족하며하나님의은혜가그위에있

더라 41그부모가해마다유월절을당하면예루살렘으

로가더니 42예수께서열두살될때에저희가이절기

의전례를좇아올라갔다가 43그날들을마치고돌아

갈때에아이예수는예루살렘에머무셨더라그부모

는이를알지못하고 44동행중에있는줄로생각하고

하룻길을간후친족과아는자중에서찾되 45만나지

못하매찾으면서예루살렘에돌아갔더니 46사흘후에

성전에서만난즉그가선생들중에앉으사저희에게

듣기도하시며묻기도하시니 47듣는자가다그지혜

와대답을기이히여기더라 48그부모가보고놀라며

그모친은가로되 `아이야어찌하여우리에게이렇게

하였느냐?보라네아버지와내가근심하여너를찾았

노라' 49예수께서가라사대 `어찌하여나를찾으셨나

이까?내가내아버지집에있어야될줄을알지못하셨

나이까?' 하시니 50양친이그하신말씀을깨닫지못하

더라 51예수께서한가지로내려가사나사렛에이르러

순종하여받드시더라그모친은이모든말을마음에

두니라 52예수는그지혜와그키가자라가며하나님

과사람에게더사랑스러워가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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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베료가이사가위에있은지열다섯해곧본디오

빌라도가유대의총독으로, 헤롯이갈릴리의분봉왕으

로, 그동생빌립이이두래와드라고닛지방의분봉왕

으로, 루사니아가아빌레네의분봉왕으로 2안나스와

가야바가대제사장으로있을때에하나님의말씀이빈

들에서사가랴의아들요한에게임한지라 3요한이요

단강부근각처에와서죄사함을얻게하는회개의세

례를전파하니 4선지자이사야의책에쓴바광야에

외치는자의소리가있어가로되너희는주의길을예

비하라그의첩경을평탄케하라 5모든골짜기가메워

지고모든산과작은산이낮아지고굽은것이곧아지

고험한길이평탄하여질것이요 6모든육체가하나

님의구원하심을보리라함과같으니라 7요한이세례

받으러나오는무리에게이르되 `독사의자식들아누

가너희를가르쳐장차올진노를피하라하더냐 8그

러므로회개에합당한열매를맺고속으로아브라함이

우리조상이라말하지말라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하나님이능히이돌들로도아브라함의자손이되게

하시리라 9이미도끼가나무뿌리에놓였으니좋은열

매맺지아니하는나무마다찍혀불에던지우리라' 10

무리가물어가로되 `그러하면우리가무엇을하리이

까?' 11대답하여가로되 `옷두벌있는자는옷없는자

에게나눠줄것이요먹을것이있는자도그렇게할것

이니라'하고 12세리들도세례를받고자하여와서가

로되 `선생이여,우리는무엇을하리이까?' 하매 13가

로되 `정한세외에는늑징치말라'하고 14군병들도

물어가로되우리는무엇을하리이까?하매가로되사

람에게강포하지말며무소하지말고받는요(料)를 족

한줄로알라하니라 15백성들이바라고기다리므로



누가복음 1856

모든사람들이요한을혹그리스도신가심중에의논하

니 16요한이모든사람에게대답하여가로되 `나는물

로너희에게세례를주거니와나보다능력이많으신

이가오시나니나는그신들메를풀기도감당치못하

겠노라그는성령과불로너희에게세례를주실것이

요 17손에키를들고자기의타작마당을정하게하사

알곡은모아곡간에들이고쭉정이는꺼지지않는불

에태우시리라' 18또기타여러가지로권하여백성에

게좋은소식을전하였으나 19분봉왕헤롯은그동생

의아내헤로디아의일과또그의행한모든악한일을

인하여요한에게책망을받고 20이위에한가지악을

더하여요한을옥에가두니라 21백성이다세례를받

을새예수도세례를받으시고기도하실때에하늘이

열리며 22성령이형체로비둘기같이그의위에강림하

시더니하늘로서소리가나기를 `너는내사랑하는아

들이라내가너를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예수께서

가르치심을시작할때에삼십세쯤되시니라사람들의

아는대로는요셉의아들이니요셉의이상은헬리요 24

그이상은맛닷이요, 그이상은레위요, 그이상은멜기

요,그이상은얀나요,그이상은요셉이요 25그이상은

맛다디아요, 그이상은아모스요, 그이상은나훔이요,

그이상은에슬리요, 그이상은낙개요 26그이상은마

앗이요, 그이상은맛다디아요, 그이상은서머인이요,

그이상은요섹이요, 그이상은요다요 27그이상은요

아난이요, 그이상은레사요, 그이상은스룹바벨이요,

그이상은스알디엘이요, 그이상은네리요 28그이상

은멜기요,그이상은앗디요,그이상은고삼이요,그

이상은엘마담이요, 그이상은에르요 29그이상은예

수요,그이상은엘리에서요,그이상은요림이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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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맛닷이요, 그이상은레위요 30그이상은시므

온이요,그이상은유다요,그이상은요셉이요,그이

상은요남이요, 그이상은엘리아김이요 31그이상은

멜레아요,그이상은멘나요,그이상은맛다다요,그

이상은나단이요, 그이상은다윗이요 32그이상은이

새요,그이상은오벳이요,그이상은보아스요,그이

상은살몬이요, 그이상은나손이요 33그이상은아미

나답이요, 그이상은아니요, 그이상은헤스론이요, 그

이상은베레스요, 그이상은유다요 34그이상은야곱

이요, 그이상은이삭이요, 그이상은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데라요, 그이상은나홀이요 35그이상은스룩

이요,그이상은르우요,그이상은벨렉이요,그이상

은헤버요, 그이상은살라요 36그이상은가이난이요,

그이상은아박삿이요, 그이상은셈이요, 그이상은노

아요, 그이상은레멕이요 37그이상은므두셀라요, 그

이상은에녹이요, 그이상은야렛이요, 그이상은마할

랄렐이요, 그이상은가이난이요 38그이상은에노스

요,그이상은셋이요,그이상은아담이요,그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4예수께서성령의충만함을입어요단강에서돌아오

사광야에서사십일동안성령에게이끌리시며 2마귀

에게시험을받으시더라이모든날에아무것도잡수

시지아니하시니날수가다하매주리신지라 3마귀가

가로되 `네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어든이돌들에게

명하여떡덩이가되게하라' 4예수께서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라하였느

니라' 5마귀가또예수를이끌고올라가서순식간에

천하만국을보이며 6가로되 `이모든권세와그영광

을내가네게주리라이것은내게넘겨준것이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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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하는자에게주노라 7그러므로네가만일내게

절하면다네것이되리라' 8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

사대기록하기를 `주너의하나님께경배하고다만그

를섬기라하였느니라' 9또이끌고예루살렘으로가서

성전꼭대기에세우고가로되 `네가만일하나님의아

들이어든여기서뛰어내리라 10기록하였으되하나님

이너를위하여그사자들을명하사너를지키게하시

리라하였고 11또한저희가손으로너를받들어네발

이돌에부딪히지않게하시리라하였느니라' 12예수

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말씀하기를주너의하나님

을시험치말라하였느니라' 13마귀가모든시험을다

한후에얼마동안떠나리라 14예수께서성령의권능

으로갈릴리에돌아가시니그소문이사방에퍼졌고

15친히그여러회당에서가르치시매뭇사람에게칭

송을받으시더라 16예수께서그자라나신곳나사렛에

이르사안식일에자기규례대로회당에들어가사성경

을읽으려고서시매 17선지자이사야의글을드리거늘

책을펴서이렇게기록한데를찾으시니곧 18주의성

령이내게임하셨으니이는가난한자에게복음을전

하게하시려고내게기름을부으시고나를보내사포

로된자에게자유를눈먼자에게다시보게함을전파

하며눌린자를자유케하고 19주의은혜의해를전파

하게하려하심이라하였더라 20책을덮어그맡은자

에게주시고앉으시니회당에있는자들이다주목하

여보더라 21이에예수께서저희에게말씀하시되 `이

글이오늘날너희귀에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저희

가다그를증거하고그입으로나오는바은혜로운말

을기이히여겨가로되 `이사람이요셉의아들이아니

냐?' 23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 `너희가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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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아너를고치라하는속담을인증하여내게말하

기를우리의들은바가버나움에서행한일을네고향

여기서도행하라하리라' 24또가라사대 `내가진실로

너희에게이르노니선지자가고향에서환영을받는자

가없느니라 25내가참으로너희에게이르노니엘리야

시대에하늘이세해여섯달을닫히어온땅에큰흉년

이들었을때에이스라엘에많은과부가있었으되 26

엘리야가그중한사람에게도보내심을받지않고오

직시돈땅에있는사렙다의한과부에게뿐이었으며

27또선지자엘리사때에이스라엘에많은문둥이가

있었으되그중에한사람도깨끗함을얻지못하고오

직수리아사람나아만뿐이니라' 28회당에있는자들

이이것을듣고다분이가득하여 29일어나동네밖으

로쫓아내어그동네가건설된산낭떠러지까지끌고

가서밀쳐내리치고자하되 30예수께서저희가운데로

지나서가시니라 31갈릴리가버나움동네에내려오사

안식일에가르치시매 32저희가그가르치심에놀라니

이는그말씀이권세가있음이러라 33회당에더러운

귀신들린사람이있어크게소리질러가로되 34 `아,

나사렛예수여! 우리가당신과무슨상관이있나이까?

우리를멸하러왔나이까?나는당신이누구인줄아노

니하나님의거룩한자니이다' 35예수께서꾸짖어가라

사대 `잠잠하고그사람에게서나오라'하시니귀신이

그사람을무리중에넘어뜨리고나오되그사람은상

하지아니한지라 36다놀라서로말하여가로되 `이어

떠한말씀인고권세와능력으로더러운귀신을명하매

나가는도다'하더라 37이에예수의소문이그근처사

방에퍼지니라 38예수께서일어나회당에서나가사시

몬의집에들어가시니시몬의장모가중한열병에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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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린지라사람이저를위하여예수께구하니 39예수께

서가까이서서열병을꾸짖으신대병이떠나고여자

가곧일어나저희에게수종드니라 40해질적에각색

병으로앓는자있는사람들이다병인을데리고나아

오매예수께서일일이그위에손을얹으사고치시니

41여러사람에게서귀신들이나가며소리질러가로되

`당신은하나님의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꾸짖으사

저희의말함을허락치아니하시니이는자기를그리스

도인줄앎이니라 42날이밝으매예수께서나오사한

적한곳에가시니무리가찾다가만나서자기들에게

떠나시지못하게만류하려하매 43예수께서이르시되

`내가다른동네에서도하나님의나라복음을전하여

야하리니나는이일로보내심을입었노라' 하시고 44

갈릴리여러회당에서전도하시더라

5무리가옹위하여하나님의말씀을들을새예수는게

네사렛호숫가에서서 2호숫가에두배가있는것을

보시니어부들은배에서나와서그물을씻는지라 3예

수께서한배에오르시니그배는시몬의배라육지에

서조금떼기를청하시고앉으사배에서무리를가르

치시더니 4말씀을마치시고시몬에게이르시되 `깊은

데로가서그물을내려고기를잡으라' 5시몬이대답

하여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밤이맞도록수고를

하였으되얻은것이없지마는말씀에의지하여내가

그물을내리리이다' 하고 6그리한즉고기를에운것이

심히많아그물이찢어지는지라 7이에다른배에있는

동무를손짓하여와서도와달라하니저희가와서두

배에채우매잠기게되었더라 8시몬베드로가이를보

고예수의무릎아래엎드려가로되 `주여나를떠나소

서나는죄인이로소이다'하니 9이는자기와및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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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모든사람이고기잡힌것을인하여놀라고 10세

베대의아들로서시몬의동업자인야고보와요한도놀

랐음이라예수께서시몬에게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이제후로는네가사람을취하리라' 하시니 11저

희가배들을육지에대고모든것을버려두고예수를

좇으니라 12예수께서한동네에계실때에온몸에문

둥병들린사람이있어예수를보고엎드려구하여가

로되 `주여원하시면나를깨끗케하실수있나이다'하

니 13예수께서손을내밀어저에게대시며가라사대

`내가원하노니깨끗함을받으라!' 하신대문둥병이곧

떠나니라 14예수께서저를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말고가서제사장에게네몸을보이고또네깨

끗케됨을인하여모세의명한대로예물을드려저희

에게증거하라' 하셨더니 15예수의소문이더욱퍼지

매허다한무리가말씀도듣고자기병도나음을얻고

자하여모여오되 16예수는물러가사한적한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하루는가르치실때에갈릴리각촌과

유대와예루살렘에서나온바리새인과교법사들이앉

았는데병을고치는주의능력이예수와함께하더라

18한중풍병자를사람들이침상에메고와서예수앞

에들여놓고자하였으나 19무리때문에메고들어갈

길을얻지못한지라지붕에올라가기와를벗기고병

자를침상채무리가운데로예수앞에달아내리니 20

예수께서저희믿음을보시고이르시되 `이사람아네

죄사함을받았느니라'하시니 21서기관과바리새인들

이의논하여가로되 `이참람한말을하는자가누구뇨

? 오직하나님외에누가능히죄를사하겠느냐?' 22예

수께서그의논을아시고대답하여가라사대 `너희마

음에무슨의논을하느냐?' 23제죄사함을받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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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말과일어나걸어가라하는말이어느것이쉽겠

느냐? 24그러나인자가땅에서죄를사하는권세가있

는줄을너희로알게하리라' 하시고중풍병자에게말

씀하시되 `내가네게이르노니일어나네침상을가지

고집으로가라'하시매 25그사람이저희앞에서곧일

어나누웠던것을가지고하나님께영광을돌리며자

기집으로돌아가니 26모든사람이놀라하나님께영

광을돌리며심히두려워하여가로되오늘날우리가

기이한일을보았다하니라 27그후에나가사레위라

하는세리가세관에앉은것을보시고 `나를좇으라!'

하시니 28저가모든것을버리고일어나좇으니라 29

레위가예수를위하여자기집에서큰잔치를하니세

리와다른사람이많이함께앉았는지라 30바리새인과

저희서기관들이그제자들을비방하여가로되 `너희

가어찌하여세리와죄인과함께먹고마시느냐?' 31예

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건강한자에게는의원이

쓸데없고병든자에게라야쓸데있나니 32내가의인을

부르러온것이아니요죄인을불러회개시키러왔노

라' 33저희가예수께말하되 `요한의제자는자주금식

하며기도하고바리새인의제자들도또한그리하되당

신의제자들은먹고마시나이다' 34예수께서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손님들이신랑과함께있을때에너

희가그손님으로금식하게할수있느뇨? 35그러나그

날에이르러저희가신랑을빼앗기리니그날에는금

식할것이니라' 36또비유하여이르시되 `새옷에서한

조각을찢어낡은옷에붙이는자가없나니만일그렇

게하면새옷을찢을뿐이요또새옷에서찢은조각이

낡은것에합하지아니하리라 37새포도주를낡은가

죽부대에넣는자가없나니만일그렇게하면새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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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부대를터뜨려포도주가쏟아지고부대도버리게

되리라 38새포도주는새부대에넣어야할것이니라

39묵은포도주를마시고새것을원하는자가없나니

이는묵은것이좋다함이니라'

6안식일에예수께서밀밭사이로지나가실새제자들

이이삭을잘라손으로비비어먹으니 2어떤바리새인

들이말하되 `어찌하여안식일에하지못할일을하느

뇨?' 3예수께서대답하여 `가라사대다윗이자기와및

함께한자들이시장할때에한일을읽지못하였느냐 4

그가하나님의전에들어가서다만제사장외에는먹

지못하는진설병을집어먹고함께한자들에게도주

지아니하였느냐?' 5또가라사대 `인자는안식일의주

인이니라!' 하시더라 6또다른안식일에예수께서회

당에들어가사가르치실새거기오른손마른사람이

있는지라 7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예수를송사할빙

거를찾으려하여안식일에병고치시는가엿보니 8예

수께서저희생각을아시고손마른사람에게이르시되

`일어나한가운데서라' 하시니저가일어나서거늘 9

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 `내가너희에게묻노니

안식일에선을행하는것과악을행하는것생명을구

하는것과멸하는것어느것이옳으냐?' 하시며 10무

리를둘러보시고그사람에게이르시되 `네손을내밀

라' 하시니저가그리하매그손이회복된지라 11저희

는분기가가득하여예수를어떻게처치할것을서로

의논하니라 12이때에예수께서기도하시러산으로가

사밤이맞도록하나님께기도하시고 13밝으매그제

자들을부르사그중에서열둘을택하여사도라칭하

셨으니 14곧베드로라고도이름주신시몬과및그형

제안드레와및야고보와요한과빌립과바돌로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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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마태와도마와및알패오의아들야고보와및셀롯

이라하는시몬과 16및야고보의아들유다와및예수

를파는자될가룟유다라 17예수께서저희와함께내

려오사평지에서시니그제자의허다한무리와또예

수의말씀도듣고병고침을얻으려고유대사방과예

루살렘과및두로와시돈의해안으로부터온많은백

성도있더라 18더러운귀신에게고난받는자들도고

침을얻은지라 19온무리가예수를만지려고힘쓰니

이는능력이예수께로나서모든사람을낫게함이러

라 20예수께서눈을들어제자들을보시고가라사대

`가난한자는복이있나니하나님의나라가너희것임

이요 21이제주린자는복이있나니너희가배부름을

얻을것임이요이제우는자는복이있나니너희가웃

을것임이요 22인자를인하여사람들이너희를미워하

며멀리하고욕하고너희이름을악하다하여버릴때

에는너희에게복이있도다 23그날에기뻐하고뛰놀

라하늘에서너희상이큼이라저희조상들이선지자

들에게이와같이하였느니라 24그러나화있을진저

너희부요한자여너희는너희의위로를이미받았도

다 25화있을진저너희이제배부른자여너희는주리

리로다화있을진저너희이제웃는자여너희가애통

하며울리로다 26모든사람이너희를칭찬하면화가

있도다저희조상들이거짓선지자들에게이와같이

하였느니라 27그러나너희듣는자에게내가이르노니

너희원수를사랑하며너희를미워하는자를선대하며

28너희를저주하는자를위하여축복하며너희를모욕

하는자를위하여기도하라 29네이뺨을치는자에게

저뺨도돌려대며네겉옷을빼앗는자에게속옷도금

하지말라 30무릇네게구하는자에게주며네것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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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가는자에게다시달라하지말며 31남에게대접을

받고자하는대로너희도남을대접하라 32너희가만

일너희를사랑하는자를사랑하면칭찬받을것이무

엇이뇨죄인들도사랑하는자를사랑하느니라 33너희

가만일선대하는자를선대하면칭찬받을것이무엇

이뇨죄인들도이렇게하느니라 34너희가받기를바라

고사람들에게빌리면칭찬받을것이무엇이뇨죄인

들도의수히받고자하여죄인에게빌리느니라 35오직

너희는원수를사랑하고선대하며아무것도바라지

말고빌리라그리하면너희상이클것이요또지극히

높으신이의아들이되리니그는은혜를모르는자와

악한자에게도인자로우시니라 36너희아버지의자비

하심같이너희도자비하라 37비판치말라그리하면너

희가비판을받지않을것이요정죄하지말라그리하면

너희가정죄를받지않을것이요용서하라그리하면

너희가용서를받을것이요 38주라그리하면너희에게

줄것이니곧후히되어누르고흔들어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안겨주리라너희의헤아리는그헤아림으로

너희도헤아림을도로받을것이니라' 39또비유로말

씀하시되 `소경이소경을인도할수있느냐?둘이다

구덩이에빠지지아니하겠느냐? 40제자가그선생보

다높지못하나무릇온전케된자는그선생과같으리

라 41어찌하여형제의눈속에있는티는보고네눈속

에있는들보는깨닫지못하느냐? 42너는네눈속에

있는들보를보지못하면서어찌하여형제에게말하기

를형제여나로네눈속에있는티를빼게하라할수

있느냐?외식하는자여! 먼저네눈속에서들보를빼어

라그후에야네가밝히보고형제의눈속에있는티를

빼리라 43못된열매맺는좋은나무가없고또좋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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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맺는못된나무가없느니라 44나무는각각그열매

로아나니가시나무에서무화과를,또는찔레에서포

도를따지못하느니라 45선한사람은마음의쌓은선

에서선을내고악한자는그쌓은악에서악을내나니

이는마음에가득한것을입으로말함이니라 46너희는

나를불러주여, 주여하면서도어찌하여나의말하는

것을행치아니하느냐? 47내게나아와내말을듣고행

하는자마다누구와같은것을너희에게보이리라 48

집을짓되깊이파고주초를반석위에놓은사람과같

으니큰물이나서탁류가그집에부딪히되잘지은연

고로능히요동케못하였거니와 49듣고행치아니하는

자는주초없이흙위에집지은사람과같으니탁류가

부딪히매집이곧무너져파괴됨이심하니라'하시니

라

7예수께서모든말씀을백성에게들려주시기를마치

신후에가버나움으로들어가시니라 2어떤백부장의

사랑하는종이병들어죽게되었더니 3예수의소문을

듣고유대인의장로몇을보내어오셔서그종을구원

하시기를청한지라 4이에저희가예수께나아와간절

히구하여가로되 `이일을하시는것이이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저가우리민족을사랑하고또한우리

를위하여회당을지었나이다'하니 6예수께서함께

가실새이에그집이멀지아니하여이벗들을보내어

가로되 `주여수고하시지마옵소서내집에들어오심

을나는감당치못하겠나이다 7그러므로내가주께나

아가기도감당치못할줄을알았나이다말씀만하사

내하인을낫게하소서 8저도남의수하에든사람이

요제아래에도군병이있으니이더러가라하면가고

저더러오라하면오고제종더러이것을하라하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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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9예수께서들으시고저를기이히여겨돌이키

사좇는무리에게이르시되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이스라엘중에서도이만한믿음은만나지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보내었던사람들이집으로돌아가보매종

이이미강건하여졌더라 11그후에예수께서나인이란

성으로가실새제자와허다한무리가동행하더니 12성

문에가까이오실때에사람들이한죽은자를메고나

오니이는그어미의독자요어미는과부라그성의많

은사람도그와함께나오거늘 13주께서과부를보시

고불쌍히여기사 `울지말라'하시고 14가까이오사

그관에손을대시니멘자들이서는지라예수께서가

라사대 `청년아, 내가네게말하노니일어나라! 하시매

15죽었던자가일어앉고말도하거늘예수께서그를

어미에게주신대 16모든사람이두려워하며하나님께

영광을돌려가로되 `큰선지자가우리가운데일어나

셨다' 하고또하나님께서자기백성을돌아보셨다하

더라 17예수께대한이소문이온유대와사방에두루

퍼지니라 18요한의제자들이이모든일을그에게고

하니 19요한이그제자중둘을불러주께보내어가로

되 `오실그이가당신이오니이까?우리가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0저희가예수께나아가

가로되 `세례요한이우리를보내어당신께말하기를

오실그이가당신이오니이까?우리가다른이를기다

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마침그시에예수께서

질병과고통과및악귀들린자를많이고치시며또많

은소경을보게하신지라 22대답하여가라사대 `너희

가가서보고들은것을요한에게고하되소경이보며

앉은뱅이가걸으며문둥이가깨끗함을받으며귀머거

리가들으며죽은자가살아나며가난한자에게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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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파된다하라 23누구든지나를인하여실족치아

니하는자는복이있도다'하시니라 24요한의보낸자

가떠난후에예수께서무리에게요한에대하여말씀

하시되 `너희가무엇을보려고광야에나갔더냐? 바람

에흔들리는갈대냐? 25그러면너희가무엇을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옷입은사람이냐? 보라화려한옷

입고사치하게지내는자는왕궁에있느니라 26그러면

너희가무엇을보려고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이르노니선지자보다도나은자니라 27기록

된바보라내가내사자를네앞에보내노니그가네

앞에서네길을예비하리라한것이이사람에대한말

씀이라 28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여자가낳은자중

에요한보다큰이가없도다그러나하나님의나라에

서는극히작은자라도저보다크니라'하시니 29모든

백성과세리들은이미요한의세례를받은지라이말

씀을듣고하나님을의롭다하되 30오직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그세례를받지아니한지라스스로하나님

의뜻을저버리니다 31또가라사대 `이세대의사람을

무엇으로비유할꼬무엇과같은고 32비유컨대아이들

이장터에앉아서로불러가로되우리가너희를향하

여피리를불어도너희가춤추지않고우리가애곡을

하여도너희가울지아니하였다함과같도다 33세례

요한이와서떡도먹지아니하며포도주도마시지아

니하매너희말이귀신이들렸다하더니 34인자는와

서먹고마시매너희말이보라먹기를탐하고포도주

를즐기는사람이요세리와죄인의친구로다하니 35

지혜는자기의모든자녀로인하여옳다함을얻느니

라' 36한바리새인이예수께자기와함께잡수기를청

하니이에바리새인의집에들어가앉으셨을때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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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네에죄인인한여자가있어예수께서바리새인

의집에앉으셨음을알고향유담은옥합을가지고와

서 38예수의뒤로그발곁에서서울며눈물로그발을

적시고자기머리털로씻고그발에입맞추고향유를

부으니 39예수를청한바리새인이이것을보고마음에

이르되 `이사람이만일선지자더면자기를만지는이

여자가누구며어떠한자곧죄인인줄을알았으리라'

하거늘 40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이를말이있다'하시니저가가로되 `선생님말씀

하소서' 41가라사대 `빚주는사람에게빚진자가둘이

있어하나는오백데나리온을졌고하나는오십데나

리온을졌는데 42갚을것이없으므로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둘중에누가저를더사랑하겠느냐?' 43시몬

이대답하여가로되 `제생각에는많이탕감함을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판단이옳다' 하시고 44여자를

돌아보시며시몬에게이르시되 `이여자를보느냐? 내

가네집에들어오매너는내게발씻을물도주지아니

하였으되이여자는눈물로내발을적시고그머리털

로씻었으며 45너는내게입맞추지아니하였으되저는

내가들어올때로부터내발에입맞추기를그치지아

니하였으며 46너는내머리에감람유도붓지아니하였

으되저는향유를내발에부었느니라 47이러므로내

가네게말하노니저의많은죄가사하여졌도다이는

저의사랑함이많음이라사함을받은일이적은자는

적게사랑하느니라' 48이에여자에게이르시되 `네죄

사함을얻었느니라' 하시니 49함께앉은자들이속으

로말하되 `이가누구이기에죄도사하는가?' 하더라

50예수께서여자에게이르시되 `네믿음이너를구원

하였으니평안히가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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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후에예수께서각성과촌에두루다니시며하나

님의나라를반포하시며그복음을전하실새열두제

자가함께하였고 2또한악귀를쫓아내심과병고침을

받은어떤여자들곧일곱귀신이나간자막달라인이

라하는마리아와 3또헤롯의청지기구사의아내요

안나와또수산나와다른여러여자가함께하여자기

들의소유로저희를섬기더라 4각동네사람들이예수

께로나아와큰무리를이루니예수께서비유로말씀

하시되 5 `씨를뿌리는자가그씨를뿌리러나가서뿌

릴새더러는길가에떨어지매밟히며공중의새들이

먹어버렸고 6더러는바위위에떨어지매났다가습기

가없으므로말랐고 7더러는가시떨기속에떨어지매

가시가함께자라서기운을막았고 8더러는좋은땅에

떨어지매나서백배의결실을하였느니라' 이말씀을

하시고외치시되 `들을귀있는자는들을지어다!' 9제

자들이이비유의뜻을물으니 10가라사대 `하나님나

라의비밀을아는것이너희에게는허락되었으나다른

사람에게는비유로하나니이는저희로보아도보지

못하고들어도깨닫지못하게하려함이니라 11이비

유는이러하니라씨는하나님의말씀이요 12길가에

있다는것은말씀을들은자니이에마귀가와서그들

로믿어구원을얻지못하게하려고말씀을그마음에

서빼앗는것이요 13바위위에있다는것은말씀을들

을때에기쁨으로받으나뿌리가없어잠간믿다가시

험을받을때에배반하는자요 14가시떨기에떨어졌다

는것은말씀을들은자니지내는중이생의염려와재

리와일락에기운이막혀온전히결실치못하는자요

15좋은땅에있다는것은착하고좋은마음으로말씀

을듣고지키어인내로결실하는자니라 16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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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을켜서그릇으로덮거나평상아래두지아니하

고등경위에두나니이는들어가는자들로그빛을보

게하려함이라 17숨은것이장차드러나지아니할것

이없고감추인것이장차알려지고나타나지않을것

이없느니라 18그러므로너희가어떻게듣는가스스로

삼가라누구든지있는자는받겠고없는자는그있는

줄로아는것까지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9예수의모

친과그동생들이왔으나무리를인하여가까이하지

못하니 20혹이고하되 `당신의모친과동생들이당신

을보려고밖에섰나이다' 21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

사대 `내모친과내동생들은곧하나님의말씀을듣고

행하는이사람들이라' 하시니라 22하루는제자들과

함께배에오르사저희에게이르시되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이에떠나 23행선할때에예수께서

잠이드셨더니마침광풍이호수로내리치매배에물

이가득하게되어위태한지라 24제자들이나아와깨워

가로되 `주여,주여우리가죽겠나이다'한대예수께서

잠을깨사바람과물결을꾸짖으시니이에그쳐잔잔

하여지더라 25제자들에게이르시되 `너희믿음이어

디있느냐?' 하시니저희가두려워하고기이히여겨서

로말하되 `저가뉘기에바람과물을명하매순종하는

고' 하더라 26갈릴리맞은편거라사인의땅에이르러

27육지에내리시매그도시사람으로서귀신들린자

하나가예수를만나니이사람은오래옷을입지아니

하며집에거하지도아니하고무덤사이에거하는자

라 28예수를보고부르짖으며그앞에엎드리어큰소

리로불러가로되지극히높으신하나님의아들예수

여나와당신과무슨상관이있나이까?당신께구하노

니나를괴롭게마옵소서하니 29이는예수께서이미



누가복음 1872

더러운귀신을명하사 `이사람에게서나오라'하셨음

이라 (귀신이가끔이사람을붙잡으므로저가쇠사슬

과고랑에매이어지키웠으되그맨것을끊고귀신에

게몰려광야로나갔더라) 30예수께서 `네이름이무엇

이냐?' 물으신즉가로되 `군대라' 하니이는많은귀신

이들렸음이라 31무저갱으로들어가라하지마시기를

간구하더니 (Abyssos g12) 32마침거기많은돼지떼가산

에서먹고있는지라귀신들이그돼지에게로들어가게

허하심을간구하니이에허하신대 33귀신들이그사람

에게서나와돼지에게로들어가니그떼가비탈로내

리달아호수에들어가몰사하거늘 34치던자들이그

된것을보고도망하여성내와촌에고하니 35사람들

이그된것을보러나와서예수께이르러귀신나간사

람이옷을입고정신이온전하여예수의발아래앉은

것을보고두려워하거늘 36귀신들렸던자의어떻게구

원받은것을본자들이저희에게이르매 37거라사인

의땅근방모든백성이크게두려워하여떠나가시기

를구하더라예수께서배에올라돌아가실새 38귀신나

간사람이함께있기를구하였으나예수께서저를보

내시며가라사대 39 `집으로돌아가하나님이네게어

떻게큰일행하신것을일일이고하라' 하시니저가가

서예수께서자기에게어떻게큰일하신것을온성내

에전파하니라 40예수께서돌아오시매무리가환영하

니이는다기다렸음이러라 41이에회당장인야이로라

하는사람이와서예수의발아래엎드려자기집에오

시기를간구하니 42이는자기에게열두살먹은외딸

이있어죽어감이러라예수께서가실때에무리가옹

위하더라 43이에열두해를혈루증으로앓는중에아

무에게도고침을받지못하던여자가 44예수의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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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그옷가에손을대니혈루증이즉시그쳤더라 45

예수께서가라사대 `내게손을댄자가누구냐?' 하시

니다아니라할때에베드로가가로되 `주여무리가옹

위하여미나이다' 46예수께서가라사대 `내게손을댄

자가있도다이는내게서능력이나간줄앎이로다' 하

신대 47여자가스스로숨기지못할줄을알고떨며나

아와엎드리어그손댄연고와곧나은것을모든사람

앞에서고하니 48예수께서이르시되 `딸아, 네믿음이

너를구원하였으니평안히가라!' 하시더라 49아직말

씀하실때에회당장의집에서사람이와서말하되 `당

신의딸이죽었나이다선생을더괴롭게마소서' 하거

늘 50예수께서들으시고가라사대 `두려워말고믿기

만하라! 그리하면딸이구원을얻으리라' 하시고 51집

에이르러베드로와요한과야고보와및아이의부모

외에는함께들어가기를허하지아니하시니라 52모든

사람이아이를위하여울며통곡하매예수께서이르시

되 `울지말라죽은것이아니라잔다' 하시니 53저희

가그죽은것을아는고로비웃더라 54예수께서아이

의손을잡고불러가라사대 `아이야일어나라!' 하시니

55그영(靈)이돌아와아이가곧일어나거늘예수께서

`먹을것을주라' 명하신대 56그부모가놀라는지라예

수께서경계하사 `이일을아무에게도말하지말라'하

시니라

9예수께서열두제자를불러모으사모든귀신을제

어하며병을고치는능력과권세를주시고 2하나님의

나라를전파하며앓는자를고치게하려고내어보내

시며 3이르시되 `여행을위하여아무것도가지지말라

지팡이나주머니나양식이나돈이나두벌옷을가지지

말며 4어느집에들어가든지거기서유하다가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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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라 5누구든지너희를영접지아니하거든그성에

서떠날때에너희발에서먼지를떨어버려저희에게

증거를삼으라'하시니 6제자들이나가각촌에두루

행하여처처에복음을전하며병을고치더라 7분봉왕

헤롯이이모든일을듣고심히당황하여하니이는혹

은요한이죽은자가운데서살아났다고도하며 8혹은

엘리야가나타났다고도하며혹은옛선지자하나가

다시살아났다고도함이라 9헤롯이가로되 `요한은내

가목을베었거늘이제이런일이들리니이사람이누

군고'하며저를보고자하더라 10사도들이돌아와자

기들의모든행한것을예수께고한대데리시고따로

벳새다라는고을로떠나가셨으나 11무리가알고따라

왔거늘예수께서저희를영접하사하나님나라의일을

이야기하시며병고칠자들은고치시더라 12날이저물

어가매열두사도가나아와여짜오되 `무리를보내어

두루마을과촌으로가서유하며먹을것을얻게하소

서우리있는여기가빈들이니이다' 13예수께서이르

시되너희가먹을것을주어라하시니여짜오되우리

에게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밖에없으니이모든

사람을위하여먹을것을사지아니하고는할수없삽

나이다하였으니 14이는남자가한오천명됨이러라

제자들에게이르시되떼를지어한오십명씩앉히라

하시니 15제자들이이렇게하여다앉힌후 16예수께

서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를가지사하늘을우러

러축사하시고떼어제자들에게주어무리앞에놓게

하시니 17먹고다배불렀더라그남은조각열두바구

니를거두니라 18예수께서따로기도하실때에제자들

이주와함께있더니물어가라사대 `무리가나를누구

라고하느냐?' 19대답하여가로되 `세례요한이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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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더러는엘리야라더러는옛선지자중의하나가살

아났다하나이다' 20예수께서이르시되 `너희는나를

누구라하느냐?' 베드로가대답하여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경계하사 `이말을아무에

게도이르지말라' 명하시고 22가라사대 `인자가많은

고난을받고장로들과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버

린바되어죽임을당하고제삼일에살아나야하리라

하시고 23또무리에게이르시되아무든지나를따라

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날마다제십자가를지고

나를좇을것이니라 24누구든지제목숨을구원코자

하면잃을것이요누구든지나를위하여제목숨을잃

으면구원하리라 25사람이만일온천하를얻고도자

기를잃든지빼앗기든지하면무엇이유익하리요 26누

구든지나와내말을부끄러워하면인자도자기와아

버지와거룩한천사들의영광으로올때에그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내가참으로너희에게이르노니여

기섰는사람중에죽기전에하나님의나라를볼자들

도있느니라' 28이말씀을하신후팔일쯤되어예수께

서베드로와요한과야고보를데리시고기도하시러산

에올라가사 29기도하실때에용모가변화되고그옷

이희어져광채가나더라 30문득두사람이예수와함

께말하니이는모세와엘리야라 31영광중에나타나

서장차예수께서예루살렘에서별세하실것을말씀할

새 32베드로와및함께있는자들이곤하여졸다가아

주깨어예수의영광과및함께선두사람을보더니 33

두사람이떠날때에베드로가예수께여짜오되 `주여,

우리가여기있는것이좋사오니우리가초막셋을짓

되하나는주를위하여, 하나는모세를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위하여하사이다' 하되자기의하는말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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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알지못하더라 34이말할즈음에구름이와서저

희를덮는지라구름속으로들어갈때에저희가무서

워하더니 35구름속에서소리가나서가로되 `이는나

의아들곧택함을받은자니너희는저의말을들으라'

하고 36소리가그치매오직예수만보이시더라제자들

이잠잠하여그본것을무엇이든지그때에는아무에

게도이르지아니하니라 37이튿날산에서내려오시니

큰무리가맞을새 38무리중에한사람이소리질러가

로되 `선생님청컨대내아들을돌아보아주옵소서이

는내외아들이니이다 39귀신이저를잡아졸지에부

르짖게하고경련을일으켜거품을흘리게하며심히

상하게하고야겨우떠나가나이다 40당신의제자들에

게내어쫓아주기를구하였으나저희가능히못하더

이다' 41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믿음이없고패

역한세대여!내가얼마나너희와함께있으며너희를

참으리요네아들을이리로데리고오라'하시니 42올

때에귀신이거꾸러뜨리고심한경련을일으키게하는

지라예수께서더러운귀신을꾸짖으시고아이를낫게

하사그아비에게도로주시니 43사람들이다하나님

의위엄을놀라니라저희가다그행하시는모든일을

기이히여길새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 44 `이

말을너희귀에담아두라인자가장차사람들의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45저희가이말씀을알지못하였

나니이는저희로깨닫지못하게숨김이되었음이라

또저희는이말씀을묻기도두려워하더라 46제자중

에서누가크냐하는변론이일어나니 47예수께서그

마음에변론하는것을아시고어린아이하나를데려

다가자기곁에세우시고 48저희에게이르시되 `누구

든지내이름으로이어린아이를영접하면곧나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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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함이요또누구든지나를영접하면곧나보내신이

를영접함이라너희모든사람중에가장작은그이가

큰자니라' 49요한이여짜오되 `주여, 어떤사람이주

의이름으로귀신을내어쫓는것을우리가보고우리

와함께따르지아니하므로금하였나이다' 50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말라너희를반대하지않는자는너

희를위하는자니라' 하시니라 51예수께서승천하실

기약이차가매예루살렘을향하여올라가기로굳게

결심하시고 52사자들을앞서보내시매저희가가서예

수를위하여예비하려고사마리아인의한촌에들어갔

더니 53예수께서예루살렘을향하여가시는고로저희

가받아들이지아니하는지라 54제자야고보와요한이

이를보고가로되 `주여, 우리가불을명하여하늘로좇

아내려저희를멸하라하기를원하시나이까?' 55예수

께서돌아보시며꾸짖으시고 56함께다른촌으로가시

니라 57길가실때에혹이여짜오되 `어디로가시든지

저는좇으리이다' 58예수께서가라사대 `여우도굴이

있고공중의새도집이있으되인자는머리둘곳이없

도다' 하시고 59또다른사람에게 `나를좇으라!' 하시

니그가가로되 `나로먼저가서내부친을장사하게허

락하옵소서' 60가라사대 `죽은자들로자기의죽은자

들을장사하게하고너는가서하나님의나라를전파

하라' 하시고 61또다른사람이가로되 `주여, 내가주

를좇겠나이다마는나로먼저내가족을작별케허락

하소서' 62예수께서이르시되 `손에쟁기를잡고뒤를

돌아보는자는하나님의나라에합당치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0이후에주께서달리칠십인을세우사친히가시려

는각동각처로둘씩앞서보내시며 2이르시되 `추수



누가복음 1878

할것은많되일군이적으니그러므로추수하는주인

에게청하여추수할일군들을보내어주소서하라 3갈

지어다내가너희를보냄이어린양을이리가운데로

보냄과같도다 4전대나주머니나신을가지지말며길

에서아무에게도문안하지말며 5어느집에들어가든

지먼저말하되이집이평안할지어다하라 6만일평

안을받을사람이거기있으면너희빈평안이그에게

머물것이요그렇지않으면너희에게로돌아오리라 7

그집에유하며주는것을먹고마시라일군이그삯을

얻는것이마땅하니라이집에서저집으로옮기지말

라 8어느동네에들어가든지너희를영접하거든너희

앞에차려놓는것을먹고 9거기있는병자들을고치

고또말하기를하나님의나라가너희에게가까이왔

다하라 10어느동네에들어가든지너희를영접지아

니하거든그거리로나와서말하되 11너희동네에서

우리발에묻은먼지도너희에게떨어버리노라그러

나하나님의나라가가까이온줄을알라하라 12내가

너희에게말하노니저날에소돔이그동네보다견디기

쉬우리라 13화있을진저고라신아화있을진저벳새다

야너희에게서행한모든권능을두로와시돈에서행

하였더면저희가벌써베옷을입고재에앉아회개하

였으리라 14심판때에두로와시돈이너희보다견디기

쉬우리라 15가버나움아네가하늘에까지높아지겠느

냐? 음부에까지낮아지리라 (Hadēs g86) 16너희말을듣

는자는곧내말을듣는것이요너희를저버리는자는

곧나를저버리는것이요나를저버리는자는나보내

신이를저버리는것이라'하시니라 17칠십인이기뻐

돌아와가로되 `주여, 주의이름으로귀신들도우리에

게항복하더이다' 18예수께서이르시되 `사단이하늘



누가복음 1879

로서번개같이떨어지는것을내가보았노라 19내가

너희에게뱀과전갈을밟으며원수의모든능력을제

어할권세를주었으니너희를해할자가결단코없으

리라 20그러나귀신들이너희에게항복하는것으로기

뻐하지말고너희이름이하늘에기록된것으로기뻐

하라'하시니라 21이때에예수께서성령으로기뻐하

사가라사대 `천지의주재이신아버지여이것을지혜

롭고슬기있는자들에게는숨기시고어린아이들에게

는나타내심을감사하나이다옳소이다이렇게된것이

아버지의뜻이니이다 22내아버지께서모든것을내게

주셨으니아버지외에는아들이누군지아는자가없

고아들과또아들의소원대로계시를받는자외에는

아버지가누군지아는자가없나이다' 하시고 23제자

들을돌아보시며종용히이르시되 `너희의보는것을

보는눈은복이있도다 24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많

은선지자와임금이너희보는바를보고자하였으되

보지못하였으며너희듣는바를듣고자하였으되듣

지못하였느니라' 25어떤율법사가일어나예수를시

험하여가로되 `선생님내가무엇을하여야영생을얻

으리이까?' (aiōnios g166) 26예수께서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기록되었으며네가어떻게읽느냐?' 27대답

하여가로되 `네마음을다하며목숨을다하며힘을다

하며뜻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고또한네

이웃을네몸과같이사랑하라하였나이다' 28예수께

서이르시되 `네대답이옳도다이를행하라그러면살

리라!' 하시니 29이사람이자기를옳게보이려고예수

께여짜오되 `그러면내이웃이누구오니이까?' 30예

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어떤사람이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내려가다가강도를만나매강도들이그옷을



누가복음 1880

벗기고때려거반죽은것을버리고갔더라 31마침한

제사장이그길로내려가다가그를보고피하여지나

가고 32또이와같이한레위인도그곳에이르러그를

보고피하여지나가되 33어떤사마리아인은여행하는

중거기이르러그를보고불쌍히여겨 34가까이가서

기름과포도주를그상처에붓고싸매고자기짐승에

태워주막으로데리고가서돌보아주고 35이튿날에

데나리온둘을내어주막주인에게주며가로되이사

람을돌보아주라부비가더들면내가돌아올때에갚

으리라하였으니 36네의견에는이세사람중에누가

강도만난자의이웃이되겠느냐?' 37가로되 `자비를

베푼자니이다'예수께서이르시되 `가서너도이와같

이하라!' 하시니라 38저희가길갈때에예수께서한

촌에들어가시매마르다라이름하는한여자가자기

집으로영접하더라 39그에게마리아라하는동생이있

어주의발아래앉아그의말씀을듣더니 40마르다는

준비하는일이많아마음이분주한지라예수께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동생이나혼자일하게두는것을생

각지아니하시나이까?저를명하사나를도와주라하

소서' 41주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

야네가많은일로염려하고근심하나 42그러나몇가

지만하든지혹한가지만이라도족하니라마리아는이

좋은편을택하였으니빼앗기지아니하리라'하시니

라

11예수께서한곳에서기도하시고마치시매제자중

하나가여짜오되주여요한이자기제자들에게기도를

가르친것과같이우리에게도가르쳐주옵소서 2예수

께서이르시되 `너희는기도할때에이렇게하라아버

지여이름이거룩히여김을받으시오며나라이임하옵



누가복음 1881

시며 3우리에게날마다일용할양식을주옵시고 4우

리가우리에게죄지은모든사람을용서하오니우리

죄도사하여주옵시고우리를시험에들게하지마옵

소서하라' 5또이르시되 `너희중에누가벗이있는데

밤중에그에게가서말하기를벗이여떡세덩이를내

게빌리라 6내벗이여행중에내게왔으나내가먹일

것이없노라하면 7저가안에서대답하여이르되나를

괴롭게하지말라문이이미닫혔고아이들이함께나

와침소에누웠으니일어나네게줄수가없노라하겠

느냐? 8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비록벗됨을인하여서

는일어나주지아니할지라도그강청함을인하여일

어나그소용대로주리라 9내가또너희에게이르노니

구하라그러면너희에게주실것이요찾으라그러면

찾을것이요문을두드리라그러면너희에게열릴것

이니 10구하는이마다받을것이요찾는이가찾을것

이요두드리는이에게열릴것이니라 11너희중에아

비된자누가아들이생선을달라하면생선대신에뱀

을주며 12알을달라하면전갈을주겠느냐? 13너희가

악할지라도좋은것을자식에게줄줄알거든하물며

너희천부께서구하는자에게성령을주시지않겠느냐

?' 하시니라 14예수께서한벙어리귀신을쫓아내시니

귀신이나가매벙어리가말하는지라무리들이기이히

여겼으나 15그중에더러는말하기를 `저가귀신의왕

바알세불을힘입어귀신을쫓아낸다' 하고 16또더러

는예수를시험하여하늘로서오는표적을구하니 17

예수께서저희생각을아시고이르시되 `스스로분쟁

하는나라마다황폐하여지며스스로분쟁하는집은무

너지느니라 18너희말이내가바알세불을힘입어귀신

을쫓아낸다하니만일사단이스스로분쟁하면저의



누가복음 1882

나라가어떻게서겠느냐? 19내가바알세불을힘입어

귀신을쫓아내면너희아들들은누구를힘입어쫓아내

느냐그러므로저희가너희재판장이되리라 20그러나

내가만일하나님의손을힘입어귀신을쫓아내는것

이면하나님의나라가이미너희에게임하였느니라 21

강한자가무장을하고자기집을지킬때에는그소유

가안전하되 22더강한자가와서저를이길때에는저

의믿던무장을빼앗고저의재물을나누느니라 23나

와함께아니하는자는나를반대하는자요나와함께

모으지아니하는자는헤치는자니라 24더러운귀신이

사람에게서나갔을때에물없는곳으로다니며쉬기

를구하되얻지못하고이에가로되내가나온내집으

로돌아가리라하고 25와보니그집이소제되고수리

되었거늘 26이에가서저보다더악한귀신일곱을데

리고들어가서거하니그사람의나중형편이전보다

더심하게되느니라' 27이말씀을하실때에무리중에

서한여자가음성을높여가로되 `당신을밴태와당신

을먹인젖이복이있도소이다'하니 28예수께서가라

사대 `오히려하나님의말씀을듣고지키는자가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9무리가모였을때에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세대는악한세대라표적을구하되요

나의표적밖에는보일표적이없나니 30요나가니느웨

사람들에게표적이됨과같이인자도이세대에그러

하리라 31심판때에남방여왕이일어나이세대사람

을정죄하리니이는그가솔로몬의지혜로운말을들

으려고땅끝에서왔음이어니와솔로몬보다더큰이가

여기있으며 32심판때에니느웨사람들이일어나이

세대사람을정죄하리니이는그들이요나의전도를

듣고회개하였음이어니와요나보다더큰이가여기있



누가복음 1883

느니라 33누구든지등불을켜서움속에나말아래두

지아니하고등경위에두나니이는들어가는자로그

빛을보게하려함이니라 34네몸의등불은눈이라네

눈이성하면온몸이밝을것이요만일나쁘면네몸도

어두우리라 35그러므로네속에있는빛이어둡지아

니한가보라 36네온몸이밝아조금도어두운데가없

으면등불의광선이너를비출때와같이온전히밝으

리라' 하시니라 37예수께서말씀하실때에한바리새

인이자기와함께점심잡수시기를청하므로들어가

앉으셨더니 38잡수시기전에손씻지아니하심을이

바리새인이보고이상히여기는지라 39주께서이르시

되 `너희바리새인은지금잔과대접의겉은깨끗이하

나너희속인즉탐욕과악독이가득하도다 40어리석은

자들아밖을만드신이가속도만들지아니하셨느냐?

41오직그안에있는것으로구제하라그리하면모든

것이너희에게깨끗하리라 42화있을진저! 너희바리

새인이여너희가박하와운향과모든채소의십일조를

드리되공의와하나님께대한사랑은버리는도다그러

나이것도행하고저것도버리지아니하여야할지니라

43화있을진저! 너희바리새인이여너희가회당의높은

자리와시장에서문안받는것을기뻐하는도다 44화

있을진저!너희여너희는평토장한무덤같아서그위

를밟는사람이알지못하느니라' 45한율법사가예수

께대답하여가로되 `선생님이렇게말씀하시니우리

까지모욕하심이니이다' 46가라사대 `화있을진저! 또

너희율법사여지기어려운짐을사람에게지우고너

희는한손가락도이짐에대지않는도다 47화있을진

저! 너희는선지자들의무덤을쌓는도다저희를죽인

자도너희조상들이로다 48이와같이저희는죽이고



누가복음 1884

너희는쌓으니너희가너희조상의행한일에증인이

되어옳게여기는도다 49이러므로하나님의지혜가일

렀으되내가선지자와사도들을저희에게보내리니그

중에더러는죽이며또핍박하리라하였으니 50창세

이후로흘린모든선지자의피를이세대가담당하되

51곧아벨의피로부터제단과성전사이에서죽임을

당한사가랴의피까지하리라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과연이세대가담당하리라 52화있을진저! 너희율법

사여너희가지식의열쇠를가져가고너희도들어가

지않고또들어가자하는자도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거기서나오실때에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맹렬히

달라붙어여러가지일로힐문하고 54그입에서나오는

것을잡고자하여목을지키더라

12그동안에무리수만명이모여서로밟힐만큼되

었더니예수께서먼저제자들에게말씀하여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누룩곧외식을주의하라 2감추인것이

드러나지않을것이없고숨은것이알려지지않을것

이없나니 3이러므로너희가어두운데서말한모든것

이광명한데서들리고너희가골방에서귀에대고말

한것이집위에서전파되리라 4내가내친구너희에

게말하노니몸을죽이고그후에는능히더못하는자

들을두려워하지말라 5마땅히두려워할자를내가너

희에게보이리니곧죽인후에또한지옥에던져넣는

권세있는그를두려워하라내가참으로너희에게이

르노니그를두려워하라 (Geenna g1067) 6참새다섯이앗

사리온둘에팔리는것이아니냐?그러나하나님앞에

는그하나라도잊어버리시는바되지아니하는도다 7

너희에게는오히려머리털까지도다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말라너희는많은참새보다귀하니라 8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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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또한너희에게말하노니누구든지사람앞에서나

를시인하면인자도하나님의사자들앞에서저를시

인할것이요 9사람앞에서나를부인하는자는하나님

의사자들앞에서부인함을받으리라 10누구든지말로

인자를거역하면사하심을받으려니와성령을거역하

는자는사하심을받지못하리라 11사람이너희를회

당과정사잡은이와권세있는이앞에끌고가거든어

떻게무엇으로대답하며무엇으로말할것을염려치

말라 12마땅히할말을성령이곧그때에너희에게가

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3무리중에한사람이이르되

`선생님, 내형을명하여유업을나와나누게하소서'

하니 14이르시되 `이사람아, 누가나를너희의재판장

이나물건나누는자로세웠느냐?' 하시고 15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모든탐심을물리치라! 사람의생명이

그소유의넉넉한데있지아니하니라하시고 16또비

유로저희에게일러가라사대한부자가그밭에소출

이풍성하매 17심중에생각하여가로되내가곡식쌓

아둘곳이없으니어찌할꼬하고 18또가로되내가이

렇게하리라내곡간을헐고더크게짓고내모든곡식

과물건을거기쌓아두리라 19또내가내영혼에게이

르되영혼아여러해쓸물건을많이쌓아두었으니평

안히쉬고먹고마시고즐거워하자하리라하되 20하

나님은이르시되어리석은자여오늘밤에네영혼을

도로찾으리니그러면네예비한것이뉘것이되겠느

냐? 하셨으니 21자기를위하여재물을쌓아두고하나

님께대하여부요치못한자가이와같으니라' 22또제

자들에게이르시되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목숨을위하여무엇을먹을까? 몸을위하여무엇

을입을까? 염려하지말라 23목숨이음식보다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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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의복보다중하니라 24까마귀를생각하라심지도

아니하고거두지도아니하며골방도없고창고도없으

되하나님이기르시나니너희는새보다얼마나더귀

하냐? 25또너희중에누가염려함으로그키를한자

나더할수있느냐? 26그런즉지극히작은것이라도능

치못하거든어찌그다른것을염려하느냐? 27백합화

를생각하여보아라실도만들지않고짜지도아니하

느니라그러나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솔로몬의모든

영광으로도입은것이이꽃하나만같지못하였느니

라 28오늘있다가내일아궁이에던지우는들풀도하

나님이이렇게입히시거든하물며너희일까보냐믿음

이적은자들아 29너희는무엇을먹을까? 무엇을마실

까? 하여구하지말며근심하지도말라 30이모든것은

세상백성들이구하는것이라너희아버지께서이런

것이너희에게있어야될줄을아시느니라 31오직너

희는그의나라를구하라그리하면이런것을너희에

게더하시리라 32적은무리여무서워말라너희아버

지께서그나라를너희에게주시기를기뻐하시느니라

33너희소유를팔아구제하여낡아지지아니하는주머

니를만들라곧하늘에둔바다함이없는보물이니거

기는도적도가까이하는일이없고좀도먹는일이없

느니라 34너희보물있는곳에는너희마음도있으리

라 35허리에띠를띠고등불을켜고서있으라 36너희

는마치그주인이혼인집에서돌아와문을두드리면

곧열어주려고기다리는사람과같이되라 37주인이

와서깨어있는것을보면그종들은복이있으리로다

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주인이띠를띠고그

종들을자리에앉히고나아와수종하리라 38주인이혹

이경에나혹삼경에이르러서도종들의이같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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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보면그종들은복이있으리로다 39너희도아는

바니집주인이만일도적이어느때에이를줄알았더

면그집을뚫지못하게하였으리라 40이러므로너희

도예비하고있으라생각지않은때에인자가오리라

하시니라' 41베드로가여짜오되 `주께서이비유를우

리에게하심이니이까?모든사람에게하심이니이까?

42주께서가라사대 `지혜있고진실한청지기가되어

주인에게그집종들을맡아때를따라양식을나누어

줄자가누구냐 43주인이이를때에그종의이렇게하

는것을보면그종이복이있으리로다 44내가참으로

너희에게이르노니주인이그모든소유를저에게맡

기리라 45만일그종이마음에생각하기를주인이더

디오리라하여노비를때리며먹고마시고취하게되

면 46생각지않은날알지못하는시간에이종의주인

이이르러엄히때리고신실치아니한자의받는율에

처하리니 47주인의뜻을알고도예비치아니하고그

뜻대로행치아니한종은많이맞을것이요 48알지못

하고맞을일을행한종은적게맞으리라무릇많이받

은자에게는많이찾을것이요많이맡은자에게는많

이달라할것이니라 49내가불을땅에던지러왔노니

이불이이미붙었으면내가무엇을원하리요 50나는

받을세례가있으니그이루기까지나의답답함이어

떠하겠느냐? 51내가세상에화평을주려고온줄로아

느냐?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아니라도리어분쟁케

하려함이로라 52이후부터한집에다섯사람이있어

분쟁하되셋이둘과, 둘이셋과하리니 53아비가아들

과,아들이아비와,어미가딸과,딸이어미와,시어미

가며느리와,며느리가시어미와분쟁하리라'하시니

라 54또무리에게이르시되 `너희가구름이서에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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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남을보면곧말하기를소나기가오리라하나니과

연그러하고 55남풍이붊을보면말하기를심히더우

리라하나니과연그러하니라 56외식하는자여! 너희

가천지의기상은분변할줄을알면서어찌이시대는

분변치못하느냐? 57또어찌하여옳은것을스스로판

단치아니하느냐? 58네가너를고소할자와함께법관

에게갈때에길에서화해하기를힘쓰라저가너를재

판장에게끌어가고재판장이너를관속에게넘겨주어

관속이옥에가둘까염려하라 59네게이르노니호리라

도남김이없이갚지아니하여서는결단코저기서나

오지못하리라' 하시니라

13그때마침두어사람이와서빌라도가어떤갈릴리

사람들의피를저희의제물에섞은일로예수께고하

니 2대답하여가라사대 `너희는이갈릴리사람들이

이같이해받음으로써모든갈릴리사람보다죄가더

있는줄아느냐? 3너희에게이르노니아니라너희도

만일회개치아니하면다이와같이망하리라 4또실

로암에서망대가무너져치어죽은열여덟사람이예

루살렘에거한모든사람보다죄가더있는줄아느냐?

5너희에게이르노니아니라너희도만일회개치아니

하면다이와같이망하리라' 6이에비유로말씀하시

되 `한사람이포도원에무화과나무를심은것이있더

니와서그열매를구하였으나얻지못한지라 7과원지

기에게이르되내가삼년을와서이무화과나무에실

과를구하되얻지못하니찍어버리라어찌땅만버리

느냐? 8대답하여가로되주인이여금년에도그대로두

소서내가두루파고거름을주리니 9이후에만일실

과가열면이어니와그렇지않으면찍어버리소서하였

다' 하시니라 10안식일에한회당에서가르치실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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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십팔년동안을귀신들려앓으며꼬부라져조금도

펴지못하는한여자가있더라 12예수께서보시고불

러이르시되 `여자여, 네가네병에서놓였다' 하시고

13안수하시매여자가곧펴고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

지라 14회당장이예수께서안식일에병고치시는것을

분내어무리에게이르되 `일할날이엿새가있으니그

동안에와서고침을받을것이요안식일에는말것이

니라' 하거늘 15주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너희가각각안식일에자기의소나나귀나마

구에서풀어내어이끌고가서물을먹이지아니하느냐

? 16그러면십팔년동안사단에게매인바된이아브

라함의딸을안식일에이매임에서푸는것이합당치

아니하냐?' 17예수께서이말씀을하시매모든반대하

는자들은부끄러워하고온무리는그하시는모든영

광스러운일을기뻐하니라 18그러므로가라사대 `하

나님의나라가무엇과같을꼬내가무엇으로비할꼬

19마치사람이자기채전에갖다심은겨자씨한알같

으니자라나무가되어공중의새들이그가지에깃들

였느니라' 20또가라사대 `내가하나님의나라를무엇

으로비할꼬 21마치여자가가루서말속에갖다넣어

전부부풀게한누룩과같으니라' 하셨더라 22예수께

서각성각촌으로다니사가르치시며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혹이여짜오되 `주여, 구원을얻는자

가적으니이까? 저희에게이르시되 24좁은문으로들

어가기를힘쓰라!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들어가기를

구하여도못하는자가많으리라' 25 `집주인이일어나

문을한번닫은후에너희가밖에서서문을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하면저가대답하여가로되나는너

희가어디로서온자인지알지못하노라하리니 26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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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너희가말하되우리는주앞에서먹고마셨으며

주는또한우리길거리에서가르치셨나이다하나 27저

가너희에게일러가로되나는너희가어디로서왔는

지알지못하노라행악하는모든자들아!나를떠나가

라하리라 28너희가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과모든

선지자는하나님나라에있고오직너희는밖에쫓겨

난것을볼때에거기서슬피울며이를갊이있으리라

29사람들이동서남북으로부터와서하나님의나라잔

치에참여하리니 30보라나중된자로서먼저될자도

있고먼저된자로서나중될자도있느니라' 하시더라

31곧그때에어떤바리새인들이나아와서이르되 `나

가서여기를떠나소서헤롯이당신을죽이고자하나이

다' 32가라사대가서 `저여우에게이르되오늘과내일

내가귀신을쫓아내며병을낫게하다가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하라 33그러나오늘과내일과모레는

내가갈길을가야하리니선지자가예루살렘밖에서

는죽는법이없느니라 34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

지자들을죽이고네게파송된자들을돌로치는자여

암탉이제새끼를날개아래모음같이내가너희의자

녀를모으려한일이몇번이냐그러나너희가원치아

니하였도다 35보라, 너희집이황폐하여버린바되니

라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가주의이름으로오

시는이를찬송하리로다할때까지는나를보지못하

리라하시니라

14안식일에예수께서바리새인의한두령의집에떡

잡수시러들어가시니저희가엿보고있더라 2주의앞

에고창병든한사람이있는지라 3예수께서대답하여

율법사들과바리새인들에게일러가라사대안식일에

병고쳐주는것이합당하냐? 아니하냐? 4저희가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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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늘예수께서그사람을데려다가고쳐보내시고 5

또저희에게이르시되 `너희중에누가그아들이나소

나우물에빠졌으면안식일에라도곧끌어내지않겠느

냐?' 하시니 6저희가이에대하여대답지못하니라 7

청함을받은사람들의상좌택함을보시고저희에게

비유로말씀하여가라사대 8 `네가누구에게나혼인잔

치에청함을받았을때에상좌에앉지말라그렇지않

으면너보다더높은사람이청함을받은경우에 9너

와저를청한자가와서너더러이사람에게자리를내

어주라하리니그때에네가부끄러워말석으로가게

되리라 10청함을받았을때에차라리가서말석에앉

으라그러면너를청한자가와서너더러벗이여올라

앉으라하리니그때에야함께앉은모든사람앞에영

광이있으리라 11무릇자기를높이는자는낮아지고

자기를낮추는자는높아지리라 12또자기를청한자

에게이르시되네가점심이나저녁이나베풀거든벗이

나형제나친척이나부한이웃을청하지말라두렵건

대그사람들이너를도로청하여네게갚음이될까하

라 13잔치를배설하거든차라리가난한자들과병신들

과저는자들과소경들을청하라 14그리하면저희가

갚을것이없는고로네게복이되리니이는의인들의

부활시에네가갚음을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5함

께먹는사람중에하나가이말을듣고이르되 `무릇

하나님의나라에서떡을먹는자는복되도다'하니 16

이르시되 `어떤사람이큰잔치를배설하고많은사람

을청하였더니 17잔치할시간에그청하였던자들에게

종을보내어가로되오소서모든것이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다일치하게사양하여하나는가로되나는밭

을샀으매불가불나가보아야하겠으니청컨대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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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도록하라하고 19또하나는가로되나는소다

섯겨리를샀으매시험하러가니청컨대나를용서하도

록하라하고 20또하나는가로되나는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가지못하겠노라하는지라 21종이돌아와주

인에게그대로고하니이에집주인이노하여그종에

게이르되빨리시내의거리와골목으로나가서가난

한자들과병신들과소경들과저는자들을데려오라

하니라 22종이가로되주인이여명하신대로하였으되

오히려자리가있나이다 23주인이종에게이르되길과

산울가로나가서사람을강권하여데려다가내집을

채우라 24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전에청하였던그

사람은하나도내잔치를맛보지못하리라하였다' 하

시니라 25허다한무리가함께갈새예수께서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내게오는자가자기부모와처자와

형제와자매와및자기목숨까지미워하지아니하면

능히나의제자가되지못하고 27누구든지자기십자

가를지고나를좇지않는자도능히나의제자가되지

못하리라 28너희중에누가망대를세우고자할진대

자기의가진것이준공하기까지에족할는지먼저앉아

그비용을예산하지아니하겠느냐 29그렇게아니하여

그기초만쌓고능히이루지못하면보는자가다비웃

어 30가로되이사람이역사를시작하고능히이루지

못하였다하리라 31또어느임금이다른임금과싸우

러갈때에먼저앉아일만으로서저이만을가지고오

는자를대적할수있을까헤아리지아니하겠느냐 32

만일못할터이면저가아직멀리있을동안에사신을

보내어화친을청할지니라 33이와같이너희중에누

구든지자기의모든소유를버리지아니하면능히내

제자가되지못하리라 34소금이좋은것이나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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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그맛을잃었으면무엇으로짜게하리요 35땅에

도거름에도쓸데없어내어버리느니라들을귀가있

는자는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모든세리와죄인들이말씀을들으러가까이나아

오니 2바리새인과서기관들이원망하여가로되 `이사

람이죄인을영접하고음식을같이먹는다'하더라 3

예수께서저희에게이비유로이르시되 4 `너희중에

어느사람이양일백마리가있는데그중에하나를잃

으면아흔아홉마리를들에두고그잃은것을찾도록

찾아다니지아니하느냐 5또찾은즉즐거워어깨에메

고 6집에와서그벗과이웃을불러모으고말하되나

와함께즐기자나의잃은양을찾았노라하리라 7내

가너희에게이르노니이와같이죄인하나가회개하

면하늘에서는회개할것없는의인아흔아홉을인하

여기뻐하는것보다더하리라 8어느여자가열드라크

마가있는데하나를잃으면등불을켜고집을쓸며찾

도록부지런히찾지아니하겠느냐 9또찾은즉벗과이

웃을불러모으고말하되나와함께즐기자잃은드라

크마를찾았노라하리라 10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이

와같이죄인하나가회개하면하나님의사자들앞에

기쁨이되느니라 11또가라사대어떤사람이두아들

이있는데 12그둘째가아비에게말하되아버지여재

산중에서내게돌아올분깃을내게주소서하는지라

아비가그살림을각각나눠주었더니 13그후며칠이

못되어둘째아들이재산을다모아가지고먼나라에

가거기서허랑방탕하여그재산을허비하더니 14다

없이한후그나라에크게흉년이들어저가비로소궁

핍한지라 15가서그나라백성중하나에게붙여사니

그가저를들로보내어돼지를치게하였는데 16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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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먹는쥐엄열매로배을채우고자하되주는자가

없는지라 17이에스스로돌이켜가로되내아버지에게

는양식이풍족한품군이얼마나많은고나는여기서

주려죽는구나 18내가일어나아버지께가서이르기를

아버지여내가하늘과아버지께죄를얻었사오니 19지

금부터는아버지의아들이라일컬음을감당치못하겠

나이다나를품군의하나로보소서하리라하고 20이

에일어나서아버지께돌아가니라아직도상거가먼

데아버지가저를보고측은히여겨달려가목을안고

입을맞추니 21아들이가로되아버지여내가하늘과

아버지께죄를얻었사오니지금부터는아버지의아들

이라일컬음을감당치못하겠나이다하나 22아버지는

종들에게이르되제일좋은옷을내어다가입히고손

에가락지를끼우고발에신을신기라 23그리고살진

송아지를끌어다가잡으라우리가먹고즐기자 24이

내아들을죽었다가다시살아났으며내가잃었다가

다시얻었노라하니저희가즐거워하더라 25맏아들은

밭에있다가돌아와집에가까왔을때에풍류와춤추

는소리를듣고 26한종을불러이무슨일인가물은대

27대답하되당신의동생이돌아왔으매당신의아버지

가그의건강한몸을다시맞아들이게됨을인하여살

진송아지를잡았나이다하니 28저가노하여들어가기

를즐겨아니하거늘아버지가나와서권한대 29아버지

께대답하여가로되내가여러해아버지를섬겨명을

어김이없거늘내게는염소새끼라도주어나와내벗

으로즐기게하신일이없더니 30아버지의살림을창

기와함께먹어버린이아들이돌아오매이를위하여

살진송아지를잡으셨나이다 31아버지가이르되얘너

는항상나와함께있으니내것이다네것이로되 3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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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동생은죽었다가살았으며내가잃었다가얻었기로

우리가즐거워하고기뻐하는것이마땅하다' 하니라

16또한제자들에게이르시되 `어떤부자에게청지기

가있는데그가주인의소유를허비한다는말이그주

인에게들린지라 2주인이저를불러가로되내가네게

대하여들은이말이어찜이뇨네보던일을셈하라청

지기사무를계속하지못하리라하니 3청지기가속으

로이르되주인이내직분을빼앗으니내가무엇을할

꼬땅을파자니힘이없고빌어먹자니부끄럽구나 4

내가할일을알았도다이렇게하면직분을빼앗긴후

에저희가나를자기집으로영접하리라하고 5주인에

게빚진자를낱낱이불러다가먼저온자에게이르되

네가내주인에게얼마나졌느뇨 6말하되기름백말

이니이다가로되여기네증서를가지고빨리앉아오

십이라쓰라하고 7또다른이에게이르되너는얼마

나졌느뇨?가로되밀백석이니이다이르되여기네증

서를가지고팔십이라쓰라하였는지라 8주인이옳지

않은청지기가일을지혜있게하였으므로칭찬하였으

니이세대의아들들이자기시대에있어서는빛의아

들들보다더지혜로움이니라 (aiōn g165) 9내가너희에게

말하노니불의의재물로친구를사귀라! 그리하면없

어질때에저희가영원한처소로너희를영접하리라

(aiōnios g166) 10지극히작은것에충성된자는큰것에도

충성되고지극히작은것에불의한자는큰것에도불

의하니라 11너희가만일불의한재물에충성치아니하

면누가참된것으로너희에게맡기겠느냐? 12너희가

만일남의것에충성치아니하면누가너희의것을너

희에게주겠느냐? 13집하인이두주인을섬길수없나

니혹이를미워하고저를사랑하거나혹이를중히여



누가복음 1896

기고저를경히여길것임이니라너희가하나님과재

물을겸하여섬길수없느니라' 14바리새인들은돈을

좋아하는자라이모든것을듣고비웃거늘 15예수께

서이르시되 `너희는사람앞에서스스로옳다하는자

이나너희마음을하나님께서아시나니사람중에높

임을받는그것은하나님앞에미움을받는것이니라

16율법과선지자는요한의때까지요그후부터는하나

님나라의복음이전파되어사람마다그리로침입하

느니라 17그러나율법의한획이떨어짐보다천지의

없어짐이쉬우리라 18무릇그아내를버리고다른데

장가드는자도간음함이요무릇버리운이에게장가드

는자도간음함이니라 19한부자가있어자색옷과고

운베옷을입고날마다호화로이연락하는데 20나사로

라이름한한거지가헌데를앓으며그부자의대문에

누워 21부자의상에서떨어지는것으로배불리려하매

심지어개들이와서그헌데를핥더라 22이에그거지

가죽어천사들에게받들려아브라함의품에들어가고

부자도죽어장사되매 23저가음부에서고통중에눈

을들어멀리아브라함과그의품에있는나사로를보

고 (Hadēs g86) 24불러가로되 `아버지아브라함이여나

를긍휼히여기사나사로를보내어그손가락끝에물

을찍어내혀를서늘하게하소서내가이불꽃가운데

서고민하나이다' 25아브라함이가로되 `얘너는살았

을때에네좋은것을받았고나사로는고난을받았으

니이것을기억하라! 이제저는여기서위로를받고너

는고민을받느니라 26이뿐아니라너희와우리사이

에큰구렁이끼어있어여기서너희에게건너가고자

하되할수없고거기서우리에게건너올수도없게하

였느니라' 27가로되 `그러면구하노니아버지여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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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내아버지의집에보내소서 28내형제다섯이있

으니저희에게증거하게하여저희로이고통받는곳

에오지않게하소서' 29아브라함이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선지자들이있으니그들에게들을지니라' 30가

로되 `그렇지아니하니이다아버지아브라함이여만일

죽은자에게서저희에게가는자가있으면회개하리이

다' 31가로되 `모세와선지자들에게듣지아니하면비

록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는자가있을지라도권함

을받지아니하리라하였다' 하시니라

17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 `실족케하는것이

없을수는없으나있게하는자에게는화로다 2저가

이작은자중에하나를실족케할진대차라리연자맷

돌을그목에매이우고바다에던지우는것이나으리

라 3너희는스스로조심하라만일네형제가죄를범

하거든경계하고회개하거든용서하라 4만일하루일

곱번이라도네게죄를얻고일곱번네게돌아와내가

회개하노라하거든너는용서하라' 하시더라 5사도들

이주께여짜오되 `우리에게믿음을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가라사대 `너희에게겨자씨한알만한믿음이

있었더면이뽕나무더러뿌리가뽑혀바다에심기우라

하였을것이요그것이너희에게순종하였으리라 7너

희중에뉘게밭을갈거나양을치거나하는종이있어

밭에서돌아오면저더러곧와앉아서먹으라할자가

있느냐? 8도리어저더러내먹을것을예비하고띠를

띠고나의먹고마시는동안에수종들고너는그후에

먹고마시라하지않겠느냐? 9명한대로하였다고종

에게사례하겠느냐? 10이와같이너희도명령받은것

을행한후에이르기를우리는무익한종이라우리의

하여야할일을한것뿐이라할지니라' 11예수께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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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살렘으로가실때에사마리아와갈릴리사이로지나

가시다가 12한촌에들어가시니문둥병자열명이예

수를만나멀리서서 13소리를높여가로되 `예수선생

님이여,우리를긍휼히여기소서'하거늘 14보시고가

라사대 `가서제사장들에게너희몸을보이라'하셨더

니저희가가다가깨끗함을받은지라 15그중에하나

가자기의나은것을보고큰소리로하나님께영광을

돌리며돌아와 16예수의발아래엎드리어사례하니

저는사마리아인이라 17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열사람이다깨끗함을받지아니하였느냐? 그아홉은

어디있느냐? 18이이방인외에는하나님께영광을돌

리러돌아온자가없느냐?' 하시고 19그에게이르시되

`일어나가라네믿음이너를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

라 20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나라가어느때에임하

나이까?' 묻거늘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하나님

의나라는볼수있게임하는것이아니요 21또여기있

다저기있다고도못하리니하나님의나라는너희안

에있느니라!' 22또제자들에게이르시되 `때가이르리

니너희가인자의날하루를보고자하되보지못하리

라 23사람이너희에게말하되보라저기있다보라여

기있다하리라그러나너희는가지도말고좇지도말

라 24번개가하늘아래이편에서번뜻하여하늘아래

저편까지비췸같이인자도자기날에그러하리라 25그

러나그가먼저많은고난을받으며이세대에게버린

바되어야할지니라 26노아의때에된것과같이인자

의때에도그러하리라 27노아가방주에들어가던날까

지사람들이먹고마시고장가들고시집가더니홍수

가나서저희를다멸하였으며 28또롯의때와같으리

니사람들이먹고마시고사고팔고심고집을짓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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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롯이소돔에서나가던날에하늘로서불과유황이

비오듯하여저희를멸하였느니라 30인자의나타나는

날에도이러하리라 31그날에만일사람이지붕위에

있고그세간이집안에있으면그것을가지러내려오

지말것이요밭에있는자도이와같이뒤로돌이키지

말것이니라 32롯의처를생각하라! 33무릇자기목숨

을보존하고자하는자는잃을것이요잃는자는살리

리라 34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그밤에두남자가한

자리에누워있으매하나는데려감을당하고하나는

버려둠을당할것이요 35두여자가함께매를갈고있

으매하나는데려감을당하고하나는버려둠을당할

것이니라' 36 (없음) 37저희가대답하여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있는곳에는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8항상기도하고낙망치말아야될것을저희에게비

유로하여 2가라사대 `어떤도시에하나님을두려워

아니하고사람을무시하는한재판관이있는데 3그도

시에한과부가있어자주그에게가서내원수에대한

나의원한을풀어주소서하되 4그가얼마동안듣지

아니하다가후에속으로생각하되내가하나님을두려

워아니하고사람을무시하나 5이과부가나를번거롭

게하니내가그원한을풀어주리라그렇지않으면늘

와서나를괴롭게하리라하였느니라' 6주께서또가

라사대 `불의한재판관의말한것을들으라 7하물며

하나님께서그밤낮부르짖는택하신자들의원한을

풀어주지아니하시겠느냐저희에게오래참으시겠느

냐 8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속히그원한을풀어주

시리라그러나인자가올때에세상에서믿음을보겠

느냐하시니라 9또자기를의롭다고믿고다른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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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하는자들에게이비유로말씀하시되 10두사람이

기도하러성전에올라가니하나는바리새인이요하나

는세리라 11바리새인은서서따로기도하여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다른사람들곧토색,불의, 간음을

하는자들과같지아니하고이세리와도같지아니함

을감사하나이다 12나는이레에두번씩금식하고또

소득의십일조를드리나이다하고 13세리는멀리서서

감히눈을들어하늘을우러러보지도못하고다만가

슴을치며가로되하나님이여불쌍히여기옵소서나는

죄인이로소이다하였느니라 14내가너희에게이르노

니이사람이저보다의롭다하심을받고집에내려갔

느니라무릇자기를높이는자는낮아지고자기를낮

추는자는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사람들이예수의

만져주심을바라고자기어린아기를데리고오매제

자들이보고꾸짖거늘 16예수께서그어린아이들을

불러가까이하시고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내게오

는것을용납하고금하지말라하나님의나라가이런

자의것이니라 17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누구

든지하나님의나라를어린아이와같이받들지않는

자는결단코들어가지못하리라' 하시니라 18어떤관

원이물어가로되 `선한선생님이여,내가무엇을하여

야영생을얻으리이까?' (aiōnios g166) 19예수께서이르시

되 `네가어찌하여나를선하다일컫느냐? 하나님한분

외에는선한이가없느니라 20네가계명을아나니간

음하지말라, 살인하지말라, 도적질하지말라, 거짓증

거하지말라,네부모를공경하라하였느니라' 21여짜

오되 `이것은내가어려서부터다지키었나이다' 22예

수께서이말을들으시고이르시되 `네가오히려한가

지부족한것이있으니네게있는것을다팔아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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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나눠주라그리하면하늘에서보화가네게있

으리라그리고와서나를좇으라'하시니 23그사람이

큰부자인고로이말씀을듣고심히근심하더라 24예

수께서저를보시고가라사대 `재산이있는자는하나

님의나라에들어가기가어떻게어려운지 25약대가바

늘귀로들어가는것이부자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

는것보다쉬우니라' 하신대 26듣는자들이가로되 `그

런즉누가구원을얻을수있나이까?' 27가라사대 `무

릇사람의할수없는것을하나님은하실수있느니라

!' 28베드로가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우리의것

을다버리고주를좇았나이다' 29이르시되 `내가진실

로너희에게이르노니하나님의나라를위하여집이나

아내나형제나부모나자녀를버린자는 30금세에있

어여러배를받고내세에영생을받지못할자가없느

니라' 하시니라 (aiōn g165, aiōnios g166) 31예수께서열두

제자를데리시고이르시되 `보라, 우리가예루살렘으

로올라가노니선지자들로기록된모든것이인자에게

응하리라 32인자가이방인들에게넘기워희롱을받고

능욕을받고침뱉음을받겠으며 33저희는채찍질하고

죽일것이니저는삼일만에살아나리라'하시되 34제

자들이이것을하나도깨닫지못하였으니그말씀이

감취었으므로저희가그이르신바를알지못하였더라

35여리고에가까이오실때에한소경이길가에앉아

구걸하다가 36무리의지남을듣고 `이무슨일이냐

?'고물은대 37저희가 `나사렛예수께서지나신다'하

니 38소경이외쳐가로되 `다윗의자손예수여! 나를

불쌍히여기소서'하거늘 39앞서가는자들이저를꾸

짖어 `잠잠하라' 하되저가더욱심히소리질러 `다윗

의자손이여! 나를불쌍히여기소서' 하는지라 40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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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머물러서서명하여 `데려오라'하셨더니저가가

까이오매물어가라사대 41 `네게무엇을하여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원하나이다' 42예수

께서저에게이르시되 `보아라, 네믿음이너를구원하

였느니라'하시매 43곧보게되어하나님께영광을돌

리며예수를좇으니백성이다이를보고하나님을찬

양하니라

19예수께서여리고로들어지나가시더라 2삭개오라

이름하는자가있으니세리장이요또한부자라 3저가

예수께서어떠한사람인가하여보고자하되키가작

고사람이많아할수없어 4앞으로달려가보기위하

여뽕나무에올라가니이는예수께서그리로지나가시

게됨이러라 5예수께서그곳에이르사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내려오라내가오늘네집에

유하여야하겠다' 하시니 6급히내려와즐거워하며영

접하거늘 7뭇사람이보고수군거려가로되 `저가죄인

의집에유하러들어갔도다'하더라 8삭개오가서서

주께여짜오되 `주여보시옵소서내소유의절반을가

난한자들에게주겠사오며만일뉘것을토색한일이

있으면사배나갚겠나이다' 9예수께서이르시되 `오

늘구원이이집에이르렀으니이사람도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인자의온것은잃어버린자를찾아

구원하려함이니라' 11저희가이말씀을듣고있을때

에비유를더하여말씀하시니이는자기가예루살렘에

가까이오셨고저희는하나님의나라가당장에나타날

줄로생각함이러라 12가라사대 `어떤귀인이왕위를

받아가지고오려고먼나라로갈때에 13그종열을불

러은열므나를주며이르되내가돌아오기까지장사

하라하니라 14그런데그백성이저를미워하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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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뒤로보내어가로되우리는이사람이우리의왕됨

을원치아니하노이다하였더라 15귀인이왕위를받아

가지고돌아와서은준종들의각각어떻게장사한것

을알고자하여저희를부르니 16그첫째가나아와가

로되주여주의한므나로열므나를남겼나이다 17주

인이이르되잘하였다착한종이여네가지극히작은

것에충성하였으니열고을권세를차지하라하고 18

그둘째가와서가로되주여주의한므나로다섯므나

를만들었나이다 19주인이그에게도이르되너도다섯

고을을차지하라하고 20또한사람이와서가로되주

여보소서주의한므나가여기있나이다내가수건으

로싸두었었나이다 21이는당신이엄한사람인것을

내가무서워함이라당신은두지않은것을취하고심

지않은것을거두나이다 22주인이이르되악한종아

내가네말로너를판단하노니너는내가두지않은것

을취하고심지않은것을거두는엄한사람인줄을알

았느냐 23그러면어찌하여내은을은행에두지아니

하였느냐그리하였으면내가와서그변리까지찾았으

리라하고 24곁에섰는자들에게이르되그한므나를

빼앗아열므나있는자에게주라하니 25저희가가로

되주여저에게이미열므나가있나이다 26주인이가

로되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무릇있는자는받겠고

없는자는그있는것도빼앗기리라 27그리고나의왕

됨을원치아니하던저원수들을이리로끌어다가내

앞에서죽이라하였느니라' 28예수께서이말씀을하

시고예루살렘을향하여앞서서가시더라 29감람원이

라는산의벳바게와베다니에가까이왔을때에제자

중둘을보내시며 30이르시되 `너희맞은편마을로가

라그리로들어가면아직아무사람도타보지않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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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새끼의매여있는것을보리니풀어끌고오너라 31

만일누가너희에게어찌하여푸느냐?묻거든이렇게

말하되주가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보내심을받은

자들이가서그말씀하신대로만난지라 33나귀새끼

를풀때에그임자들이이르되 `어찌하여나귀새끼를

푸느냐?' 34대답하되 `주께서쓰시겠다!' 하고 35그것

을예수께로끌고와서자기들의겉옷을나귀새끼위

에걸쳐놓고예수를태우니 36가실때에저희가자기

의겉옷을길에펴더라 37이미감람산에서내려가는

편까지가까이오시매제자의온무리가자기의본바

모든능한일을인하여기뻐하며큰소리로하나님을

찬양하여 38가로되 `찬송하리로다주의이름으로오

시는왕이여!하늘에는평화요가장높은곳에는영광

이로다' 하니 39무리중어떤바리새인들이말하되 `선

생이여, 당신의제자들을책망하소서'하거늘 40대답

하여가라사대 `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만일이사람

들이잠잠하면돌들이소리지르리라'하시니라 41가까

이오사성을보시고우시며 42가라사대 `너도오늘날

평화에관한일을알았더면좋을뻔하였거니와지금

네눈에숨기웠도다 43날이이를지라네원수들이토

성을쌓고너를둘러사면으로가두고 44또너와및그

가운데있는네자식들을땅에메어치며돌하나도돌

위에남기지아니하리니이는권고받는날을네가알

지못함을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5성전에들어가사

장사하는자들을내어쫓으시며 46저희에게이르시되

`기록된바내집은기도하는집이되리라하였거늘너

희는강도의굴혈을만들었도다'하시니라 47예수께서

날마다성전에서가르치시니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

과백성의두목들이그를죽이려고꾀하되 48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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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에게귀를기울여들으므로어찌할방침을찾지

못하였더라

20하루는예수께서성전에서백성을가르치시며복

음을전하실새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이장로들과함

께가까이와서 2말하여가로되 `당신이무슨권세로

이런일을하는지이권세를준이가누구인지우리에

게말하라' 3대답하여가라사대 `나도한말을너희에

게물으리니내게말하라 4요한의세례가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5저희가서로의논하여가로되 `만

일하늘로서라하면어찌하여저를믿지아니하였느냐

할것이요 6만일사람에게로서라하면백성이요한을

선지자로인정하니저희가다우리를돌로칠것이라'

하고 7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알지못하노라' 하니 8

예수께서이르시되 `나도무슨권세로이런일을하는

지너희에게이르지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이비유로

백성에게말씀하시되 `한사람이포도원을만들어농

부들에게세로주고타국에가서오래있다가 10때가

이르매포도원소출얼마를바치게하려고한종을농

부들에게보내니농부들이종을심히때리고거저보

내었거늘 11다시다른종을보내니그도심히때리고

능욕하고거저보내었거늘 12다시세번째종을보내니

이도상하게하고내어쫓은지라 13포도원주인이가

로되어찌할꼬내사랑하는아들을보내리니저희가

혹그는공경하리라하였더니 14농부들이그를보고

서로의논하여가로되이는상속자니죽이고그유업

을우리의것으로만들자하고 15포도원밖에내어쫓

아죽였느니라그런즉포도원주인이이사람들을어

떻게하겠느뇨? 16와서그농부들을진멸하고포도원

을다른사람들에게주리라하시니사람들이듣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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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그렇게되지말아지이다하거늘 17저희를보시며

가라사대그러면기록된바건축자들의버린돌이모

퉁이의머릿돌이되었느니라함이어찜이뇨 18무릇이

돌위에떨어지는자는깨어지겠고이돌이사람위에

떨어지면저를가루로만들어흩으리라'하시니라 19

서기관들과대제사장들이예수의이비유는자기들을

가리켜말씀하심인줄알고즉시잡고자하되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이에저희가엿보다가예수를총독의

치리와권세아래붙이려하여정탐들을보내어그들

로스스로의인인체하며예수의말을책잡게하니 21

그들이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우리가아노니당신

은바로말씀하시고가르치시며사람을외모로취치

아니하시고오직참으로써하나님의도를가르치시나

이다 22우리가가이사에게세를바치는것이가하니이

까?불가하니이까?' 하니 23예수께서그간계를아시

고가라사대 24 `데나리온하나를내게보이라뉘화상

과글이여기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것이니이다

' 25가라사대 `그런즉가이사의것은가이사에게하나

님의것은하나님께바치라'하시니 26저희가백성앞

에서그의말을능히책잡지못하고그의대답을기이

히여겨잠잠하니라 27부활이없다주장하는사두개인

중어떤이들이와서 28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

가우리에게써주기를사람의형이만일아내를두고

자식이없이죽거든그동생이그아내를취하여형을

위하여후사를세울지니라하였나이다 29그런데칠형

제가있었는데맏이아내를취하였다가자식이없이

죽고 30그둘째와세째가저를취하고 31일곱이다그

와같이자식이없이죽고 32그후에여자도죽었나이

다 33일곱이다저를아내로취하였으니부활때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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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뉘아내가되리이까?' 34예수께서이르시되 `이

세상의자녀들은장가도가고시집도가되 (aiōn g165) 35

저세상과및죽은자가운데서부활함을얻기에합당

히여김을입은자들은장가가고시집가는일이없으

며 (aiōn g165) 36저희는다시죽을수도없나니이는천사

와동등이요부활의자녀로서하나님의자녀임이니라

37죽은자의살아난다는것은모세도가시나무떨기에

관한글에보였으되주를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이

삭의하나님이요, 야곱의하나님이시라칭하였나니 38

하나님은죽은자의하나님이아니요산자의하나님

이시라하나님에게는모든사람이살았느니라' 하시니

39서기관중어떤이들이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옳

으니이다'하니 40저희는아무것도감히더물을수없

음이더라 41예수께서저희에게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그리스도를다윗의자손이라하느냐? 42시

편에다윗이친히말하였으되주께서내주께이르시

되 43내가네원수를네발의발등상으로둘때까지내

우편에앉았으라하셨도다하였느니라 44그런즉다윗

이그리스도를주라칭하였으니어찌그의자손이되

겠느뇨?' 하시니라 45모든백성이들을때에예수께서

그제자들에게이르시되 46 `긴 옷을입고다니는것을

원하며시장에서문안받는것과회당의상좌와잔치

의상석을좋아하는서기관들을삼가라 47저희는과부

의가산을삼키며외식으로길게기도하니그받는판

결이더욱중하리라' 하시니라

21예수께서눈을들어부자들이연보궤에헌금넣는

것을보시고 2또어떤가난한과부의두렙돈넣는것

을보시고 3가라사대 `내가참으로너희에게말하노니

이가난한과부가모든사람보다많이넣었도다 4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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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그풍족한중에서헌금을넣었거니와이과부는

그구차한중에서자기의있는바생활비전부를넣었

느니라'하시니라 5어떤사람들이성전을가리켜그

미석과헌물로꾸민것을말하매예수께서가라사대 6

`너희보는이것들이날이이르면돌하나도돌위에남

지않고다무너뜨리우리라' 7저희가물어가로되 `선

생님이여그러면어느때에이런일이있겠사오며이

런일이이루려할때에무슨징조가있사오리이까?' 8

가라사대 `미혹을받지않도록주의하라많은사람이

내이름으로와서이르되내가그로라하며때가가까

왔다하겠으나저희를좇지말라 9난리와소란의소문

을들을때에두려워말라이일이먼저있어야하되끝

은곧되지아니하니라 10또이르시되민족이민족을

나라가나라를대적하여일어나겠고 11처처에큰지진

과기근과온역이있겠고또무서운일과하늘로서큰

징조들이있으리라 12이모든일전에내이름을인하

여너희에게손을대어핍박하며회당과옥에넘겨주

며임금들과관장들앞에끌어가려니와 13이일이도

리어너희에게증거가되리라 14그러므로너희는변명

할것을미리연구치않기로결심하라 15내가너희의

모든대적이능히대항하거나변박할수없는구재와

지혜를너희에게주리라 16심지어부모와형제와친척

과벗이너희를넘겨주어너희중에몇을죽이게하겠

고 17또너희가내이름을인하여모든사람에게미움

을받을것이나 18너희머리털하나도상치아니하리

라 19너희의인내로너희영혼을얻으리라! 20너희가

예루살렘이군대들에게에워싸이는것을보거든그멸

망이가까운줄을알라 21그때에유대에있는자들은

산으로도망할지며성내에있는자들은나갈지며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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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자들은그리로들어가지말지어다 22이날들은

기록된모든것을이루는형벌의날이니라 23그날에

는아이밴자들과젖먹이는자들에게화가있으리니

이는땅에큰환난과이백성에게진노가있겠음이로

다 24저희가칼날에죽임을당하며모든이방에사로

잡혀가겠고예루살렘은이방인의때가차기까지이방

인들에게밟히리라 25일월성신에는징조가있겠고땅

에서는민족들이바다와파도의우는소리를인하여

혼란한중에곤고하리라 26사람들이세상에임할일을

생각하고무서워하므로기절하리니이는하늘의권능

들이흔들리겠음이라 27그때에사람들이인자가구름

을타고능력과큰영광으로오는것을보리라 28이런

일이되기를시작하거든일어나머리를들라너희구

속이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9이에비유로이르시

되 `무화과나무와모든나무를보라 30싹이나면너희

가보고여름이가까운줄을자연히아나니 31이와같

이너희가이런일이나는것을보거든하나님의나라

가가까운줄을알라 32내가진실로너희에게말하노

니이세대가지나가기전에모든일이다이루리라 33

천지는없어지겠으나내말은없어지지아니하리라 34

너희는스스로조심하라! 그렇지않으면방탕함과술

취함과생활의염려로마음이둔하여지고뜻밖에그

날이덫과같이너희에게임하리라 35이날은온지구

상에거하는모든사람에게임하리라 36이러므로너희

는장차올이모든일을능히피하고인자앞에서도록

항상기도하며깨어있으라!' 하시니라 37예수께서낮

이면성전에서가르치시고밤이면나가감람원이라하

는산에서쉬시니 38모든백성이그말씀을들으려고

이른아침에성전에나아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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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월절이라하는무교절이가까우매 2대제사장들

과서기관들이예수를무슨방책으로죽일꼬연구하니

이는저희가백성을두려워함이더라 3열둘중에하나

인가룟인이라부르는유다에게사단이들어가니 4이

에유다가대제사장들과군관들에게가서예수를넘겨

줄방책을의논하매 5저희가기뻐하여돈을주기로언

약하는지라 6유다가허락하고예수를무리가없을때

에넘겨줄기회를찾더라 7유월절양을잡을무교절

일이이른지라 8예수께서베드로와요한을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우리를위하여유월절을예비하여우

리로먹게하라' 9여짜오되 `어디서예비하기를원하

시나이까?' 10이르시되 `보라너희가성내로들어가면

물한동이를가지고가는사람을만나리니그의들어

가는집으로따라들어가서 11그집주인에게이르되

선생님이네게하는말씀이내가내제자들과함께유

월절을먹을객실이어디있느뇨하시더라하라 12그

리하면저가자리를베푼큰다락방을보이리니거기

서예비하라'하신대 13저희가나가그하시던말씀대

로만나유월절을예비하니라 14때가이르매예수께서

사도들과함께앉으사 15이르시되 `내가고난을받기

전에너희와함께이유월절먹기를원하고원하였노

라 16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이유월절이하나님의

나라에서이루기까지다시먹지아니하리라'하시고

17이에잔을받으사사례하시고가라사대 `이것을갖

다가너희끼리나누라 18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내가

이제부터하나님의나라가임할때까지포도나무에서

난것을다시마시지아니하리라' 하시고 19또떡을가

져사례하시고떼어저희에게주시며가라사대 `이것

은너희를위하여주는내몸이라너희가이를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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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기념하라!' 하시고 20저녁먹은후에잔도이와같

이하여가라사대 `이잔은내피로세우는새언약이니

곧너희를위하여붓는것이라 21그러나보라나를파

는자의손이나와함께상위에있도다 22인자는이미

작정된대로가거니와그를파는그사람에게는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저희가서로묻되 `우리중에서

이일을행할자가누구일까?' 하더라 24또저희사이

에그중누가크냐하는다툼이난지라 25예수께서이

르시되 `이방인의임금들은저희를주관하며그집권

자들은은인이라칭함을받으나 26너희는그렇지않을

지니너희중에큰자는젊은자와같고두목은섬기는

자와같을지니라 27앉아서먹는자가크냐? 섬기는자

가크냐?앉아먹는자가아니냐?그러나나는섬기는

자로너희중에있노라 28너희는나의모든시험중에

항상나와함께한자들인즉 29내아버지께서나라를

내게맡기신것같이나도너희에게맡겨 30너희로내

나라에있어내상에서먹고마시며또는보좌에앉아

이스라엘열두지파를다스리게하려하노라 31시몬

아, 시몬아보라사단이밀까부르듯하려고너희를청

구하였으나 32그러나내가너를위하여네믿음이떨

어지지않기를기도하였노니너는돌이킨후에네형

제를굳게하라' 33저가말하되 `주여, 내가주와함께

옥에도, 죽는데도가기를준비하였나이다' 34가라사

대 `베드로야내가네게말하노니오늘닭울기전에네

가세번나를모른다고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5저희

에게이르시되 `내가너희를전대와주머니와신도없

이보내었을때에부족한것이있더냐?' 가로되 `없었

나이다' 36이르시되 `이제는전대있는자는가질것이

요주머니도그리하고검없는자는겉옷을팔아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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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37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기록된바저는불법

자의동류로여김을받았다한말이내게이루어져야

하리니내게관한일이이루어감이니라' 38저희가여

짜오되주여보소서여기검둘이있나이다대답하시

되족하다하시니라 39예수께서나가사습관을좇아

감람산에가시매제자들도좇았더니 40그곳에이르러

저희에게이르시되 `시험에들지않기를기도하라!' 하

시고 41저희를떠나돌던질만큼가서무릎을꿇고기

도하여 42가라사대 `아버지여만일아버지의뜻이어

든이잔을내게서옮기시옵소서그러나내원대로마

옵시고아버지의원대로되기를원하나이다'하시니

43사자가하늘로부터예수께나타나힘을돕더라 44예

수께서힘쓰고애써더욱간절히기도하시니땀이땅

에떨어지는피방울같이되더라 45기도후에일어나

제자들에게가서슬픔을인하여잠든것을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자느냐시험에들지않게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7말씀하실때에한무리가오는

데열둘중에하나인유다라하는자가그들의앞에서

서와서 48예수께입을맞추려고가까이하는지라예

수께서이르시되 `유다야네가입맞춤으로인자를파

느냐?' 하시니 49좌우가그될일을보고여짜오되 `주

여, 우리가검으로치리이까?' 하고 50그중에한사람

이대제사장의종을쳐그오른편귀를떨어뜨린지라

51예수께서일러가라사대 `이것까지참으라' 하시고

그귀를만져낫게하시더라 52예수께서그잡으러온

대제사장들과성전의군관들과장로들에게이르시되

`너희가강도를잡는것같이검과몽치를가지고나왔

느냐? 53내가날마다너희와함께성전에있을때에내

게손을대지아니하였도다그러나이제는너희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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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움의권세로다' 하시더라 54예수를잡아끌고대

제사장의집으로들어갈쌔베드로가멀찍이따라가니

라 55사람들이뜰가운데불을피우고함께앉았는지

라베드로도그가운데앉았더니 56한비자가베드로

의불빛을향하여앉은것을보고주목하여가로되이

사람도그와함께있었느니라하니 57베드로가부인하

여가로되 `이여자여, 내가저를알지못하노라' 하더

라 58조금후에다른사람이보고가로되 `너도그당

(黨)이라' 하거늘베드로가가로되 `이사람아나는아

니로라' 하더라 59한시쯤있다가또한사람이장담하

여가로되 `이는갈릴리사람이니참으로그와함께있

었느니라' 60베드로가가로되 `이사람아, 나는너하

는말을알지못하노라'고방금말할때에닭이곧울더

라 61주께서돌이켜베드로를보시니베드로가주의

말씀곧오늘닭울기전에네가세번나를부인하리라

하심이생각나서 62밖에나가서심히통곡하니라 63

지키는사람들이예수를희롱하고때리며 64그의눈을

가리우고물어가로되 `선지자노릇하라너를친자가

누구냐?' 하고 65이외에도많은말로욕하더라 66날

이새매백성의장로들곧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이

모이어예수를그공회로끌어들여 67가로되 `네가그

리스도여든우리에게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말할

지라도너희가믿지아니할것이요 68내가물어도너

희가대답지아니할것이니라 69그러나이제후로는

인자가하나님의권능의우편에앉아있으리라'하시

니 70다가로되 `그러면네가하나님의아들이냐?' 대

답하시되 `너희말과같이내가그니라!' 71저희가가

로되 `어찌더증거를요구하리요우리가친히그입에

서들었노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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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무리가다일어나예수를빌라도에게끌고가서 2

고소하여가로되 `우리가이사람을보매우리백성을

미혹하고가이사에게세바치는것을금하며자칭왕

그리스도라하더이다' 하니 3빌라도가예수께물어가

로되 `네가유대인의왕이냐?' 대답하여가라사대 `네

말이옳도다' 4빌라도가대제사장들과무리에게이르

되 `내가보니이사람에게죄가없도다' 하니 5무리가

더욱굳세게말하되 `저가온유대에서가르치고갈릴

리에서부터시작하여여기까지와서백성을소동케하

나이다' 6빌라도가듣고묻되 `저가갈릴리사람이냐?'

하여 7헤롯의관할에속한줄을알고헤롯에게보내니

때에헤롯이예루살렘에있더라 8헤롯이예수를보고

심히기뻐하니이는그의소문을들었으므로보고자

한지오래였고또한무엇이나이적행하심을볼까바

랐던연고러라 9여러말로물으나아무말도대답지

아니하시니 10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이서서힘써고

소하더라 11헤롯이그군병들과함께예수를업신여기

며희롱하고빛난옷을입혀빌라도에게도로보내니

12헤롯과빌라도가전에는원수이었으나당일에서로

친구가되니라 13빌라도가대제사장들과관원들과백

성을불러모으고 14이르되 `너희가이사람을백성을

미혹하는자라하여내게끌어왔도다보라내가너희

앞에서사실하였으되너희의고소하는일에대하여이

사람에게죄를찾지못하였고 15헤롯이또한그렇게

하여저를우리에게도로보내었도다보라저의행한

것은죽일일이없느니라 16그러므로때려서놓겠노라

' 17 (없음) 18무리가일제히소리질러가로되 `이사람

을없이하고바라바를우리에게놓아주소서'하니 19

이바라바는성중에서일어난민란과살인을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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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갇힌자러라 20빌라도는예수를놓고자하여다

시저희에게말하되 21저희는소리질러가로되 `저를

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 하

는지라 22빌라도가세번째말하되 `이사람이무슨악

한일을하였느냐?나는그죽일죄를찾지못하였나니

때려서놓으리라'한대 23저희가큰소리로재촉하여

십자가에못박기를구하니저희의소리가이긴지라

24이에빌라도가저희의구하는대로하기를언도하고

25저희의구하는자곧민란과살인을인하여옥에갇

힌자를놓고예수를넘겨주어저희뜻대로하게하니

라 26저희가예수를끌고갈때에시몬이라는구레네

사람이시골로서오는것을잡아그에게십자가를지

워예수를좇게하더라 27또백성과및그를위하여가

슴을치며슬피우는여자의큰무리가따라오는지라

28예수께서돌이켜그들을향하여가라사대 `예루살렘

의딸들아! 나를위하여울지말고너희와너희자녀를

위하여울라 29보라, 날이이르면사람이말하기를수

태못하는이와해산하지못한배와먹이지못한젖이

복이있다하리라 30그때에사람이산들을대하여우

리위에무너지라하며작은산들을대하여우리를덮

으라하리라 31푸른나무에도이같이하거든마른나

무에는어떻게되리요'하시니라 32또다른두행악자

도사형을받게되어예수와함께끌려가니라 33해골

이라하는곳에이르러거기서예수를십자가에못박

고두행악자도그렇게하니하나는우편에하나는좌

편에있더라 34이에예수께서가라사대 `아버지여저

희를사하여주옵소서자기의하는것을알지못함이

니이다' 하시더라저희가그의옷을나눠제비뽑을쌔

35백성은서서구경하며관원들도비웃어가로되 `저



누가복음 1916

가남을구원하였으니만일하나님의택하신자그리

스도여든자기도구원할지어다'하고 36군병들도희롱

하면서나아와신포도주를주며 37가로되 `네가만일

유대인의왕이어든네가너를구원하라' 하더라 38그

의위에이는유대인의왕이라쓴패가있더라 39달린

행악자중하나는비방하여가로되 `네가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우리를구원하라' 하되 40하나는그사람

을꾸짖어가로되 `네가동일한정죄를받고서도하나

님을두려워아니하느냐? 41우리는우리의행한일에

상당한보응을받는것이니이에당연하거니와이사

람의행한것은옳지않은것이없느니라' 하고 42가로

되 `예수여당신의나라에임하실때에나를생각하소

서!' 하니 43예수께서이르시되 `내가진실로네게이

르노니오늘네가나와함께낙원에있으리라!' 하시니

라 44때가제육시쯤되어해가빛을잃고온땅에어두

움이임하여제구시까지계속하며 45성소의휘장이

한가운데가찢어지더라 46예수께서큰소리로불러가

라사대 `아버지여! 내영혼을아버지손에부탁하나이

다!' 하고이말씀을하신후운명하시다 47이그된일

을보고하나님께영광을돌려가로되 `이사람은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이를구경하러모인무리도그

된일을보고다가슴을두드리며돌아가고 49예수의

아는자들과및갈릴리로부터따라온여자들도다멀

리서서이일을보니라 50공회의원으로선하고의로

운요셉이라하는사람이있으니 51 (저희의결의와행

사에가타하지아니한자라) 그는유대인의동네아리

마대사람이요하나님의나라를기다리는자러니 52빌

라도에게가서예수의시체를달라하여 53이를내려

세마포로싸고아직사람을장사한일이없는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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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무덤에넣어두니 54이날은예비일이요안식일이

거의되었더라 55갈릴리에서예수와함께온여자들이

뒤를좇아그무덤과그의시체를어떻게둔것을보고

56돌아가향품과향유를예비하더라계명을좇아안식

일에쉬더라

24안식후첫날새벽에이여자들이그예비한향품

을가지고무덤에가서 2돌이무덤에서굴려옮기운

것을보고 3들어가니주예수의시체가뵈지아니하더

라 4이를인하여근심할때에문득찬란한옷을입은

두사람이곁에섰는지라 5여자들이두려워얼굴을땅

에대니두사람이이르되 `어찌하여산자를죽은자

가운데서찾느냐? 6여기계시지않고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계실때에너희에게어떻게말씀하신것을

기억하라! 7이르시기를인자가죄인의손에넘기워십

자가에못박히고제삼일에다시살아나야하리라하

셨느니라' 한대 8저희가예수의말씀을기억하고 9무

덤에서돌아가이모든것을열한사도와모든다른이

에게고하니 10 (이 여자들은막달라마리아와요안나

와야고보의모친마리아라또저희와함께한다른여

자들도이것을사도들에게고하니라) 11사도들은저

희말이허탄한듯이뵈어믿지아니하나 12베드로는

일어나무덤에달려가서구푸려들여다보니세마포만

보이는지라그된일을기이히여기며집으로돌아가

니라 13그날에저희중둘이예루살렘에서이십오리

되는엠마오라하는촌으로가면서 14이모든된일을

서로이야기하더라 15저희가서로이야기하며문의할

때에예수께서가까이이르러저희와동행하시나 16저

희의눈이가리워져서그인줄알아보지못하거늘 17예

수께서이르시되 `너희가길가면서서로주고받고하



누가복음 1918

는이야기가무엇이냐?' 하시니두사람이슬픈빛을띠

고머물러서더라 18그한사람인글로바라하는자가

대답하여가로되 `당신이예루살렘에우거하면서근일

거기서된일을홀로알지못하느뇨?' 19가라사대 `무

슨일이뇨?' 가로되 `나사렛예수의일이니그는하나

님과모든백성앞에서말과일에능하신선지자여늘

20우리대제사장들과관원들이사형판결에넘겨주어

십자가에못박았느니라 21우리는이사람이이스라엘

을구속할자라고바랐노라이뿐아니라이일이된지

가사흘째요 22또한우리중에어떤여자들이우리로

놀라게하였으니이는저희가새벽에무덤에갔다가

23그의시체는보지못하고와서그가살으셨다하는

천사들의나타남을보았다함이라 24또우리와함께

한자중에두어사람이무덤에가과연여자들의말한

바와같음을보았으나예수는보지못하였느니라'하

거늘 25가라사대 `미련하고선지자들의말한모든것

을마음에더디믿는자들이여! 26그리스도가이런고

난을받고자기의영광에들어가야할것이아니냐?' 하

시고 27이에모세와및모든선지자의글로시작하여

모든성경에쓴바자기에관한것을자세히설명하시

니라 28저희의가는촌에가까이가매예수는더가려

하는것같이하시니 29저희가강권하여가로되 `우리

와함께유하사이다때가저물어가고날이이미기울

었나이다' 하니이에저희와함께유하러들어가시니

라 30저희와함께음식잡수실때에떡을가지사축사

하시고떼어저희에게주시매 31저희눈이밝아져그

인줄알아보더니예수는저희에게보이지아니하시

는지라 32저희가서로말하되 `길에서우리에게말씀

하시고우리에게성경을풀어주실때에우리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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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뜨겁지아니하더냐?' 하고 33곧그시로일어나

예루살렘에돌아가보니열한사도와및그와함께한

자들이모여있어 34말하기를주께서과연살아나시고

시몬에게나타나셨다하는지라 35두사람도길에서된

일과예수께서떡을떼심으로자기들에게알려지신것

을말하더라 36이말을할때에예수께서친히그가운

데서서가라사대 `너희에게평강이있을지어다!' 하시

니 37저희가놀라고무서워하여그보는것을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예수께서가라사대 `어찌하여두려워

하며어찌하여마음에의심이일어나느냐? 39내손과

발을보고나인줄알라또나를만져보라영은살과뼈

가없으되너희보는바와같이나는있느니라' 40이말

씀을하시고손과발을보이시나 41저희가너무기쁘

므로오히려믿지못하고기이히여길때에이르시되

`여기무슨먹을것이있느냐?' 하시니 42이에구운생

선한토막을드리매 43받으사그앞에서잡수시더라

44또이르시되 `내가너희와함께있을때에너희에게

말한바곧모세의율법과선지자의글과시편에나를

가리켜기록된모든것이이루어져야하리라한말이

이것이라'하시고 45이에저희마음을열어성경을깨

닫게하시고 46또이르시되 `이같이그리스도가고난

을받고제삼일에죽은자가운데서살아날것과 47또

그의이름으로죄사함을얻게하는회개가예루살렘

으로부터시작하여모든족속에게전파될것이기록되

었으니 48너희는이모든일의증인이라! 49볼지어다

내가내아버지의약속하신것을너희에게보내리니

너희는위로부터능력을입히울때까지이성에유하

라'하시니라 50예수께서저희를데리고베다니앞까

지나가사손을들어저희에게축복하시더니 51축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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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때에저희를떠나 (하늘로올리우)시니 52저희가

(그에게경배하고)큰기쁨으로예루살렘에돌아가 53

늘성전에있어하나님을찬송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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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태초에말씀이계시니라이말씀이하나님과함께

계셨으니이말씀은곧하나님이시니라 2그가태초에

하나님과함께계셨고 3만물이그로말미암아지은바

되었으니지은것이하나도그가없이는된것이없느

니라 4그안에생명이있었으니이생명은사람들의

빛이라 5빛이어두움에비취되어두움이깨닫지못하

더라 6하나님께로서보내심을받은사람이났으니이

름은요한이라 7저가증거하러왔으니곧빛에대하여

증거하고모든사람으로자기를인하여믿게하려함이

라 8그는이빛이아니요이빛에대하여증거하러온

자라 9참빛곧세상에와서각사람에게비취는빛이

있었나니 10그가세상에계셨으며세상은그로말미암

아지은바되었으되세상이그를알지못하였고 11자

기땅에오매자기백성이영접지아니하였으나 12영

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자

녀가되는권세를주셨으니 13이는혈통으로나육정으

로나사람의뜻으로나지아니하고오직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니라 14말씀이육신이되어우리가운데거

하시매우리가그영광을보니아버지의독생자의영

광이요은혜와진리가충만하더라 15요한이그에대하

여증거하여외쳐가로되 `내가전에말하기를내뒤에

오시는이가나보다앞선것은나보다먼저계심이니

라한것이이사람을가리킴이라' 하니라 16우리가다

그의충만한데서받으니은혜위에은혜러라 17율법

은모세로말미암아주신것이요은혜와진리는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온것이라 18본래하나님을본

사람이없으되아버지품속에있는독생하신하나님

이나타내셨느니라 19유대인들이예루살렘에서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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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과레위인들을요한에게보내어 `네가누구냐?' 물

을때에요한의증거가이러하니라 20요한이드러내어

말하고숨기지아니하니드러내어하는말이 `나는그

리스도가아니라' 한대 21또묻되 `그러면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아니라'또묻되 `네가그선

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또말하되 `누구냐?우

리를보낸이들에게대답하게하라너는네게대하여

무엇이라하느냐?' 23가로되 `나는선지자이사야의

말과같이주의길을곧게하라고광야에서외치는자

의소리로라'하니라 24저희는바리새인들에게서보낸

자라 25또물어가로되 `네가만일그리스도도아니요

엘리야도아니요그선지자도아닐진대어찌하여세례

를주느냐?' 26요한이대답하되 `나는물로세례를주

거니와너희가운데너희가알지못하는한사람이섰

으니 27곧내뒤에오시는그이라나는그의신들메풀

기도감당치못하겠노라'하더라 28이일은요한의세

례주던곳요단강건너편베다니에서된일이니라 29

이튿날요한이예수께서자기에게나아오심을보고가

로되 `보라! 세상죄를지고가는하나님의어린양이로

다! 30내가전에말하기를내뒤에오는사람이있는데

나보다앞선것은그가나보다먼저계심이라한것이

이사람을가리킴이라 31나도그를알지못하였으나

내가와서물로세례를주는것은그를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함이라' 하니라 32요한이또증거하여가로

되 `내가보매성령이비둘기같이하늘로서내려와서

그의위에머물렀더라 33나도그를알지못하였으나

나를보내어물로세례를주라하신그이가나에게말

씀하시되성령이내려서누구위에든지머무는것을

보거든그가곧성령으로세례를주는이인줄알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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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기에 34내가보고그가하나님의아들이심을증거하

였노라' 하니라 35또이튿날요한이자기제자중두사

람과함께섰다가 36예수의다니심을보고말하되 `보

라! 하나님의어린양이로다!' 37두제자가그의말을듣

고예수를좇거늘 38예수께서돌이켜그좇는것을보

시고물어가라사대 `무엇을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여어디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번역하면선생이

라) 39예수께서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저희가

가서계신데를보고그날함께거하니때가제십시쯤

되었더라 40요한의말을듣고예수를좇는두사람중

에하나는시몬베드로의형제안드레라 41그가먼저

자기의형제시몬을찾아말하되 `우리가메시야를만

났다' 하고 (메시야는번역하면그리스도라) 42데리고

예수께로오니예수께서보시고가라사대 `네가요한

의아들시몬이니장차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

는번역하면베드로라) 43이튿날예수께서갈릴리로

나가려하시다가빌립을만나이르시되나를좇으라!

하시니 44빌립은안드레와베드로와한동네벳새다

사람이라 45빌립이나다나엘을찾아이르되 `모세가

율법에기록하였고여러선지자가기록한그이를우

리가만났으니요셉의아들나사렛예수니라' 46나다

나엘이가로되 `나사렛에서무슨선한것이날수있느

냐?' 빌립이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47예수께서나다

나엘이자기에게오는것을보시고그를가리켜가라

사대 `보라, 이는참이스라엘사람이라그속에간사한

것이없도다' 48나다나엘이가로되 `어떻게나를아시

나이까?' 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빌립이너를부

르기전에네가무화과나무아래있을때에보았노라'

49나다나엘이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하나님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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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시요당신은이스라엘의임금이로소이다' 50예수

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내가너를무화과나무아래

서보았다하므로믿느냐?이보다더큰일을보리라 51

또가라사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하늘이

열리고하나님의사자들이인자위에오르락내리락

하는것을보리라' 하시니라

2사흘되던날에갈릴리가나에혼인이있어예수의

어머니도거기계시고 2예수와그제자들도혼인에청

함을받았더니 3포도주가모자란지라예수의어머니

가예수에게이르되 `저희에게포도주가없다' 하니 4

예수께서가라사대 `여자여, 나와무슨상관이있나이

까?내때가아직이르지못하였나이다' 5그어머니가

하인들에게이르되 `너희에게무슨말씀을하시든지

그대로하라!' 하니라 6거기유대인의결례를따라두

세통드는돌항아리여섯이놓였는지라 7예수께서저

희에게이르시되항아리에물을채우라하신즉아구까

지채우니 8이제는떠서연회장에게갖다주라하시매

갖다주었더니 9연회장은물로된포도주를맛보고어

디서났는지알지못하되물떠온하인들은알더라연

회장이신랑을불러 10말하되 `사람마다먼저좋은포

도주를내고취한후에낮은것을내거늘그대는지금

까지좋은포도주를두었도다' 하니라 11예수께서이

처음표적을갈릴리가나에서행하여그영광을나타

내시매제자들이그를믿으니라 12그후에예수께서

그어머니와형제들과제자들과함께가버나움으로내

려가거기여러날계시지아니하시니라 13유대인의

유월절이가까운지라예수께서예루살렘으로올라가

셨더니 14성전안에서소와양과비둘기파는사람들

과돈바꾸는사람들의앉은것을보시고 15노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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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을만드사양이나소를다성전에서내어쫓으시

고돈바꾸는사람들의돈을쏟으시며상을엎으시고

16비둘기파는사람들에게이르시되 `이것을여기서

가져가라내아버지의집으로장사하는집을만들지

말라'하시니 17제자들이성경말씀에주의전을사모

하는열심이나를삼키리라한것을기억하더라 18이

에유대인들이대답하여예수께말하기를 `네가이런

일을행하니무슨표적을우리에게보이겠느뇨?' 19예

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너희가이성전을헐라내

가사흘동안에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가로되 `이

성전은사십육년동안에지었거늘네가삼일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그러나예수는성전된자기

육체를가리켜말씀하신것이라 22죽은자가운데서

살아나신후에야제자들이이말씀하신것을기억하고

성경과및예수의하신말씀을믿었더라 23유월절에

예수께서예루살렘에계시니많은사람이그행하시는

표적을보고그이름을믿었으나 24예수는그몸을저

희에게의탁지아니하셨으니이는친히모든사람을

아심이요 25또친히사람의속에있는것을아시므로

사람에대하여아무의증거도받으실필요가없음이니

라

3바리새인중에니고데모라하는사람이있으니유대

인의관원이라 2그가밤에예수께와서가로되 `랍비

여, 우리가당신은하나님께로서오신선생인줄아나

이다하나님이함께하시지아니하시면당신의행하시

는이표적을아무라도할수없음이니이다' 3예수께

서대답하여가라사대 `진실로진실로네게이르노니

사람이거듭나지아니하면하나님나라를볼수없느

니라' 4니고데모가가로되 `사람이늙으면어떻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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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삽나이까?두번째모태에들어갔다가날수있삽

나이까?' 5예수께서대답하시되 `진실로진실로네게

이르노니사람이물과성령으로나지아니하면하나님

나라에들어갈수없느니라 6육으로난것은육이요

성령으로난것은영이니 7내가네게거듭나야하겠다

하는말을기이히여기지말라 8바람이임의로불매

네가그소리를들어도어디서오며어디로가는지알

지못하나니성령으로난사람은다이러하니라' 9니

고데모가대답하여가로되 `어찌이러한일이있을수

있나이까?' 10예수께서가라사대 `너는이스라엘의선

생으로서이러한일을알지못하느냐? 11진실로진실

로네게이르노니우리아는것을말하고본것을증거

하노라그러나너희가우리증거를받지아니하는도다

12내가땅의일을말하여도너희가믿지아니하거든

하물며하늘일을말하면어떻게믿겠느냐? 13하늘에

서내려온자곧인자외에는하늘에올라간자가없느

니라 14모세가광야에서뱀을든것같이인자도들려

야하리니 15이는저를믿는자마다영생을얻게하려

하심이니라 (aiōnios g166) 16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

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이는저를믿는자마다멸

망치않고영생을얻게하려하심이니라 (aiōnios g166) 17

하나님이그아들을세상에보내신것은세상을심판

하려하심이아니요저로말미암아세상이구원을받

게하려하심이라 18저를믿는자는심판을받지아니

하는것이요믿지아니하는자는하나님의독생자의

이름을믿지아니하므로벌써심판을받은것이니라

19그정죄는이것이니곧빛이세상에왔으되사람들

이자기행위가악하므로빛보다어두움을더사랑한

것이니라 20악을행하는자마다빛을미워하여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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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아니하나니이는그행위가드러날까함이요 21

진리를쫓는자는빛으로오나니이는그행위가하나

님안에서행한것임을나타내려함이라'하시니라 22

이후에예수께서제자들과유대땅으로가서거기함

께유하시며세례를주시더라 23요한도살렘가까운

애논에서세례를주니거기물들이많음이라사람들이

와서세례를받더라 24요한이아직옥에갇히지아니

하였더라 25이에요한의제자중에서한유대인으로

더불어결례에대하여변론이되었더니 26저희가요한

에게와서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함께요단강저편

에있던자곧선생님이증거하시던자가세례를주매

사람이다그에게로가더이다' 27요한이대답하여가

로되 `만일하늘에서주신바아니면사람이아무것도

받을수없느니라 28나의말한바나는그리스도가아니

요그의앞에보내심을받은자라고한것을증거할자

는너희니라 29신부를취하는자는신랑이나서서신

랑의음성을듣는친구가크게기뻐하나니나는이러

한기쁨이충만하였노라 30그는흥하여야하겠고나

는쇠하여야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오시는이는

만물위에계시고땅에서난이는땅에속하여땅에속

한것을말하느니라하늘로서오시는이는만물위에

계시나니 32그가그보고들은것을증거하되그의증

거를받는이가없도다 33그의증거를받는이는하나

님을참되시다하여인쳤느니라 34하나님의보내신이

는하나님의말씀을하나니이는하나님이성령을한

량없이주심이니라 35아버지께서아들을사랑하사만

물을다그손에주셨으니 36아들을믿는자는영생이

있고아들을순종치아니하는자는영생을보지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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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리어하나님의진노가그위에머물러있느니라'

(aiōnios g166)

4예수의제자를삼고세례를주는것이요한보다많

다하는말을바리새인들이들은줄을주께서아신지

라 2 (예수께서친히세례를주신것이아니요제자들

이준것이라) 3유대를떠나사다시갈릴리로가실새 4

사마리아로통행하여야하겠는지라 5사마리아에있

는수가라하는동네에이르시니야곱이그아들요셉

에게준땅이가깝고 6거기또야곱의우물이있더라

예수께서행로에곤하여우물곁에그대로앉으시니

때가제육시쯤되었더라 7사마리아여자하나가물을

길러왔으매예수께서물을좀달라하시니 8이는제

자들이먹을것을사러동네에들어갔음이러라 9사마

리아여자가가로되 `당신은유대인으로서어찌하여

사마리아여자나에게물을달라하나이까?' 하니이는

유대인이사마리아인과상종치아니함이러라 10예수

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네가만일하나님의선물과

또네게물좀달라하는이가누구인줄알았더면네가

그에게구하였을것이요그가생수를네게주었으리라

' 11여자가가로되 `주여, 물길을그릇도없고이우물

은깊은데어디서이생수를얻겠삽나이까? 12우리조

상야곱이이우물을우리에게주었고또여기서자기

와자기아들들과짐승이다먹었으니당신이야곱보

다더크니이까?' 13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이

물을먹는자마다다시목마르려니와 14내가주는물

을먹는자는영원히목마르지아니하리니나의주는

물은그속에서영생하도록솟아나는샘물이되리라'

(aiōn g165, aiōnios g166) 15여자가가로되 `주여, 이런물을

내게주사목마르지도않고또여기물길러오지도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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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옵소서' 16가라사대 `가서네남편을불러오라'

17여자가대답하여가로되나는남편이없나이다예수

께서가라사대네가남편이없다하는말이옳도다 18

네가남편다섯이있었으나지금있는자는네남편이

아니니네말이참되도다 19여자가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선지자로소이다 20우리조상들은이산에서예배

하였는데당신들의말은예배할곳이예루살렘에있

다하더이다' 21예수께서가라사대 `여자여, 내말을믿

으라! 이산에서도말고예루살렘에서도말고너희가

아버지께예배할때가이르리라 22너희는알지못하는

것을예배하고우리는아는것을예배하노니이는구

원이유대인에게서남이니라 23아버지께참으로예배

하는자들은신령과진정으로예배할때가오나니곧

이때라아버지께서는이렇게자기에게예배하는자들

을찾으시느니라 24하나님은영이시니예배하는자가

신령과진정으로예배할지니라' 25여자가가로되 `메

시야곧그리스도라하는이가오실줄을내가아노니

그가오시면모든것을우리에게고하시리이다' 26예

수께서이르시되 `네게말하는내가그로라!' 하시니라

27이때에제자들이돌아와서예수께서여자와말씀하

시는것을이상히여겼으나무엇을구하시나이까?어

찌하여저와말씀하시나이까? 묻는이가없더라 28여

자가물동이를버려두고동네에들어가서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나의행한모든일을내게말한사람을와

보라! 이는그리스도가아니냐?' 하니 30저희가동네에

서나와예수께로오더라 31그사이에제자들이청하

여가로되 `랍비여,잡수소서' 32가라사대 `내게는너

희가알지못하는먹을양식이있느니라' 33제자들이

서로말하되 `누가잡수실것을갖다드렸는가' 한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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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이르시되 `나의양식은나를보내신이의뜻

을행하며그의일을온전히이루는이것이니라 35너

희가넉달이지나야추수할때가이르겠다하지아니

하느냐?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눈을들어밭을보라

희어져추수하게되었도다 36거두는자가이미삯도

받고영생에이르는열매를모으나니이는뿌리는자

와거두는자가함께즐거워하게하려함이니라 (aiōnios

g166) 37그런즉한사람이심고다른사람이거둔다하

는말이옳도다 38내가너희로노력지아니한것을거

두러보내었노니다른사람들은노력하였고너희는그

들의노력한것에참예하였느니라' 39여자의말이그

가나의행한모든것을내게말하였다증거하므로그

동리중에많은사마리아인이예수를믿는지라 40사마

리아인들이예수께와서자기들과함께유하기를청하

니거기서이틀을유하시매 41예수의말씀을인하여

믿는자가더욱많아 42그여자에게말하되 `이제우리

가믿는것은네말을인함이아니니이는우리가친히

듣고그가참으로세상의구주신줄앎이니라' 하였더

라 43이틀이지나매예수께서거기를떠나갈릴리로

가시며 44친히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고향에서는

높임을받지못한다' 하시고 45갈릴리에이르시매갈

릴리인들이그를영접하니이는자기들도명절에갔다

가예수께서명절중예루살렘에서하신모든일을보

았음이더라 46예수께서다시갈릴리가나에이르시니

전에물로포도주를만드신곳이라왕의신하가있어

그아들이가버나움에서병들었더니 47그가예수께서

유대로부터갈릴리에오심을듣고가서청하되내려오

셔서내아들의병을고쳐주소서하니저가거의죽게

되었음이라 48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는표적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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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보지못하면도무지믿지아니하리라' 49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아이가죽기전에내려오소서' 50예

수께서가라사대 `가라, 네아들이살았다' 하신대그

사람이예수의하신말씀을믿고가더니 51내려가는

길에서그종들이오다가만나서아이가살았다하거

늘 52그낫기시작한때를물은즉어제제칠시에열기

가떨어졌나이다하는지라 53아비가예수께서네아들

이살았다말씀하신그때인줄알고자기와그온집안

이다믿으니라 54이것은예수께서유대에서갈릴리로

오신후행하신두번째표적이니라

5그후에유대인의명절이있어예수께서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예루살렘에있는양문곁에히브리말

로베데스다라하는못이있는데거기행각다섯이있

고 3그안에많은병자소경절뚝발이혈기마른자들

이누워 (물의동함을기다리니 4이는천사가가끔못

에내려와물을동하게하는데동한후에먼저들어가

는자는어떤병에걸렸든지낫게됨이러라) 5거기삼

십팔년된병자가있더라 6예수께서그누운것을보

시고병이벌써오랜줄아시고이르시되네가낫고자

하느냐? 7병자가대답하되 `주여, 물이동할때에나를

못에넣어줄사람이없어내가가는동안에다른사람

이먼저내려가나이다' 8예수께서가라사대 `일어나

네자리를들고걸어가라' 하시니 9그사람이곧나아

서자리를들고걸어가니라이날은안식일이니 10유

대인들이병나은사람에게이르되 `안식일인데네가

자리를들고가는것이옳지아니하니라' 11대답하되

`나를낫게한그가자리를들고걸어가라하더라'한대

12저희가묻되 `너더러자리를들고걸어가라한사람

이누구냐?' 하되 13고침을받은사람이그가누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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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못하니이는거기사람이많으므로예수께서이

미피하셨음이라 14그후에예수께서성전에서그사

람을만나이르시되 `보라, 네가나았으니더심한것이

생기지않게다시는죄를범치말라' 하시니 15그사람

이유대인들에게가서자기를고친이는예수라하니

라 16그러므로안식일에이러한일을행하신다하여

유대인들이예수를핍박하게된지라 17예수께서저희

에게이르시되 `내아버지께서이제까지일하시니나

도일한다'하시매 18유대인들이이를인하여더욱예

수를죽이고자하니이는안식일만범할뿐아니라하

나님을자기의친아버지라하여자기를하나님과동등

으로삼으심이러라 19그러므로예수께서저희에게이

르시되 `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아들

이아버지의하시는일을보지않고는아무것도스스

로할수없나니아버지께서행하시는그것을아들도

그와같이행하느니라 20아버지께서아들을사랑하사

자기의행하시는것을다아들에게보이시고또그보

다더큰일을보이사너희로기이히여기게하시리라

21아버지께서죽은자들을일으켜살리심같이아들도

자기의원하는자들을살리느니라 22아버지께서아무

도심판하지아니하시고심판을다아들에게맡기셨으

니 23이는모든사람으로아버지를공경하는것같이

아들을공경하게하려하심이라아들을공경치아니하

는자는그를보내신아버지를공경치아니하느니라

24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내말을듣

고또나보내신이를믿는자는영생을얻었고심판에

이르지아니하나니사망에서생명으로옮겼느니라

(aiōnios g166) 25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죽은

자들이하나님의아들의음성을들을때가오나니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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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라듣는자는살아나리라 26아버지께서자기속

에생명이있음같이아들에게도생명을주어그속에

있게하셨고 27또인자됨을인하여심판하는권세를

주셨느니라 28이를기이히여기지말라무덤속에있

는자가다그의음성을들을때가오나니 29선한일을

행한자는생명의부활로악한일을행한자는심판의

부활로나오리라 30내가아무것도스스로할수없노

라듣는대로심판하노니나는나의원대로하려하지

않고나를보내신이의원대로하려는고로내심판은

의로우니라 31내가만일나를위하여증거하면내증

거는참되지아니하되 32나를위하여증거하시는이가

따로있으니나를위하여증거하시는그증거가참인

줄아노라 33너희가요한에게사람을보내매요한이

진리에대하여증거하였느니라 34그러나나는사람에

게서증거를취하지아니하노라다만이말을하는것

은너희로구원을얻게하려함이니라 35요한은켜서

비취는등불이라너희가일시그빛에즐거이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내게는요한의증거보다더큰증거가

있으니아버지께서내게주사이루게하시는역사곧

나의하는그역사가아버지께서나를보내신것을나

를위하여증거하는것이요 37또한나를보내신아버

지께서친히나를위하여증거하셨느니라너희는아무

때에도그음성을듣지못하였고그형용을보지못하

였으며 38그말씀이너희속에거하지아니하니이는

그의보내신자를믿지아니함이니라 39너희가성경에

서영생을얻는줄생각하고성경을상고하거니와이

성경이곧내게대하여증거하는것이로다 (aiōnios g166)

40그러나너희가영생을얻기위하여내게오기를원

하지아니하는도다 41나는사람에게영광을취하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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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노라 42다만하나님을사랑하는것이너희속에

없음을알았노라 43나는내아버지의이름으로왔으매

너희가영접지아니하나만일다른사람이자기이름

으로오면영접하리라 44너희가서로영광을취하고

유일하신하나님께로부터오는영광은구하지아니하

니어찌나를믿을수있느냐? 45내가너희를아버지께

고소할까생각지말라너희를고소하는이가있으니

곧너희의바라는자모세니라 46모세를믿었더면또

나를믿었으리니이는그가내게대하여기록하였음이

라 47그러나그의글도믿지아니하거든어찌내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6그후에예수께서갈릴리바다곧디베랴바다건너

편으로가시매 2큰무리가따르니이는병인들에게행

하시는표적을봄이러라 3예수께서산에오르사제자

들과함께거기앉으시니 4마침유대인의명절인유월

절이가까운지라 5예수께서눈을들어큰무리가자기

에게로오는것을보시고빌립에게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떡을사서이사람들로먹게하겠느냐?' 하시니

6이렇게말씀하심은친히어떻게하실것을아시고빌

립을시험코자하심이라 7빌립이대답하되 `각사람으

로조금씩받게할지라도이백데나리온의떡이부족

하리이다' 8제자중하나곧시몬베드로의형제안드

레가예수께여짜오되 9 `여기한아이가있어보리떡

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를가졌나이다그러나그것이

이많은사람에게얼마나되겠삽나이까?' 10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사람들로앉게하라'하신대그곳에잔디

가많은지라사람들이앉으니수효가오천쯤되더라 11

예수께서떡을가져축사하신후에앉은자들에게나

눠주시고고기도그렇게저희의원대로주시다 12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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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배부른후에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 `남

은조각을거두고버리는것이없게하라' 하시므로 13

이에거두니보리떡다섯개로먹고남은조각이열두

바구니에찼더라 14그사람들이예수의행하신이표

적을보고말하되 `이는참으로세상에오실그선지자

라' 하더라 15그러므로예수께서저희가와서자기를

억지로잡아임금삼으려는줄을아시고다시혼자산

으로떠나가시니라 16저물매제자들이바다에내려가

서 17배를타고바다를건너가버나움으로가는데이

미어두웠고예수는아직저희에게오시지아니하셨더

니 18큰바람이불어파도가일어나더라 19제자들이

노를저어십여리쯤가다가예수께서바다위로걸어

배에가까이오심을보고두려워하거늘 20가라사대

`내니두려워말라!' 하신대 21이에기뻐서배로영접

하니배는곧저희의가려던땅에이르렀더라 22이튿

날바다건너편에섰는무리가배한척밖에다른배가

거기없는것과또어제예수께서제자들과함께그배

에오르지아니하시고제자들만가는것을보았더니

23 (그러나디베랴에서배들이주의축사하신후여럿

이떡먹던그곳에가까이왔더라) 24무리가거기예수

도없으시고제자들도없음을보고곧배들을타고예

수를찾으러가버나움으로가서 25바다건너편에서만

나 `랍비여, 어느때에여기오셨나이까?' 하니 26예수

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

게이르노니너희가나를찾는것은표적을본까닭이

아니요떡을먹고배부른까닭이로다 27썩는양식을

위하여일하지말고영생하도록있는양식을위하여

하라이양식은인자가너희에게주리니인자는아버

지하나님의인치신자니라' (aiōnios g166) 28저희가묻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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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어떻게하여야하나님의일을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하나님의보내신자를

믿는것이하나님의일이니라' 하시니 30저희가묻되

`그러면우리로보고당신을믿게행하시는표적이무

엇이니이까?하시는일이무엇이니이까? 31기록된바

하늘에서저희에게떡을주어먹게하였다함과같이

우리조상들은광야에서만나를먹었나이다' 32예수께

서이르시되 `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

하늘에서내린떡은모세가준것이아니라오직내아

버지가하늘에서내린참떡을너희에게주시나니 33하

나님의떡은하늘에서내려세상에게생명을주는것

이니라' 34저희가가로되 `주여, 이떡을항상우리에

게주소서!' 35예수께서가라사대 `내가곧생명의떡

이니내게오는자는결코주리지아니할터이요나를

믿는자는영원히목마르지아니하리라 36그러나내가

너희더러이르기를너희는나를보고도믿지아니하는

도다하였느니라 37아버지께서내게주시는자는다

내게로올것이요내게오는자는내가결코내어쫓지

아니하리라 38내가하늘로서내려온것은내뜻을행

하려함이아니요 39나를보내신이의뜻을행하려함

이니라나를보내신이의뜻은내게주신자중에내가

하나도잃어버리지아니하고마지막날에다시살리

는이것이니라 40내아버지의뜻은아들을보고믿는

자마다영생을얻는이것이니마지막날에내가이를

다시살리리라'하시니라 (aiōnios g166) 41자기가하늘로

서내려온떡이라하시므로유대인들이예수께대하여

수군거려 42가로되 `이는요셉의아들예수가아니냐

그부모를우리가아는데제가지금어찌하여하늘로

서내려왔다하느냐?' 43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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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서로수군거리지말라 44나를보내신아버지

께서이끌지아니하면아무라도내게올수없으니오

는그를내가마지막날에다시살리리라 45선지자의

글에저희가다하나님의가르치심을받으리라기록되

었은즉아버지께듣고배운사람마다내게로오느니라

46이는아버지를본자가다있는것이아니라오직하

나님에게서온자만아버지를보았느니라 47진실로진

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믿는자는영생을가졌나니

(aiōnios g166) 48내가곧생명의떡이로다 49너희조상들

은광야에서만나를먹었어도죽었거니와 50이는하늘

로서내려오는떡이니사람으로하여금먹고죽지아

니하게하는것이니라 51나는하늘로서내려온산떡

이니사람이이떡을먹으면영생하리라나의줄떡은

곧세상의생명을위한내살이로라' 하시니라 (aiōn g165)

52이러므로유대인들이서로다투어가로되 `이사람

이어찌능히제살을우리에게주어먹게하겠느냐?'

53예수께서이르시되 `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

이르노니인자의살을먹지아니하고인자의피를마

시지아니하면너희속에생명이없느니라 54내살을

먹고내피를마시는자는영생을가졌고마지막날에

내가그를다시살리리니 (aiōnios g166) 55내살은참된양

식이요내피는참된음료로다 56내살을먹고내피를

마시는자는내안에거하고나도그안에거하나니 57

살아계신아버지께서나를보내시매내가아버지로

인하여사는것같이나를먹는그사람도나로인하여

살리라 58이것은하늘로서내려온떡이니조상들이먹

고도죽은그것과같지아니하여이떡을먹는자는영

원히살리라' (aiōn g165) 59이말씀은예수께서가버나움

회당에서가르치실때에하셨느니라 60제자중여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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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말하되 `이말씀은어렵도다누가들을수있느냐

?' 한대 61예수께서스스로제자들이이말씀에대하여

수군거리는줄아시고가라사대 `이말이너희에게걸

림이되느냐? 62그러면너희가인자의이전있던곳으

로올라가는것을볼것같으면어찌하려느냐? 63살리

는것은영이니육은무익하니라내가너희에게이른

말이영이요생명이라 64그러나너희중에믿지아니

하는자들이있느니라' 하시니이는예수께서믿지아

니하는자들이누구며자기를팔자가누군지처음부

터아심이러라 65또가라사대 `이러하므로전에너희

에게말하기를내아버지께서오게하여주지아니하

시면누구든지내게올수없다하였노라' 하시니라 66

이러므로제자중에많이물러가고다시그와함께다

니지아니하더라 67예수께서열두제자에게이르시되

`너희도가려느냐?' 68시몬베드로가대답하여 `주여

,영생의말씀이계시매우리가뉘게로가오리이까?

(aiōnios g166) 69우리가주는하나님의거룩하신자신줄

믿고알았삽나이다' 70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내가너

희열둘을택하지아니하였느냐?그러나너희중에한

사람은마귀니라'하시니 71이말씀은가룟시몬의아

들유다를가리키심이라저는열둘중의하나로예수

를팔자러라

7이후에예수께서갈릴리에서다니시고유대에서다

니려아니하심은유대인들이죽이려함이러라 2유대

인의명절인초막절이가까운지라 3그형제들이예수

께이르되 `당신의행하는일을제자들도보게여기를

떠나유대로가소서 4스스로나타나기를구하면서묻

혀서일하는사람이없나니이일을행하려하거든자

신을세상에나타내소서' 하니 5이는그형제들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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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믿지아니함이러라 6예수께서가라사대 `내때

는아직이르지아니하였거니와너희때는늘준비되

어있느니라 7세상이너희를미워하지못하되나를미

워하나니이는내가세상의행사를악하다증거함이라

8너희는명절에올라가라나는내때가아직차지못하

였으니이명절에아직올라가지아니하노라' 9이말

씀을하시고갈릴리에머물러계시니라 10그형제들이

명절에올라간후자기도올라가시되나타내지않고비

밀히하시니라 11명절중에유대인들이예수를찾으면

서 `그가어디있느냐?' 하고 12예수께대하여무리중

에서수군거림이많아혹은좋은사람이라하며혹은

아니라무리를미혹하게한다하나 13그러나유대인들

을두려워하므로드러나게그를말하는자가없더라

14이미명절의중간이되어예수께서성전에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유대인들이기이히여겨가로되 `이사

람은배우지아니하였거늘어떻게글을아느냐?' 하니

16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내교훈은내것이아

니요나를보내신이의것이니라 17사람이하나님의

뜻을행하려하면이교훈이하나님께로서왔는지내

가스스로말함인지알리라 18스스로말하는자는자

기영광만구하되보내신이의영광을구하는자는참

되니그속에불의가없느니라 19모세가너희에게율

법을주지아니하였느냐?너희중에율법을지키는자

가없도다너희가어찌하여나를죽이려하느냐?' 20무

리가대답하되 `당신은귀신이들렸도다누가당신을

죽이려하나이까?' 21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내

가한가지일을행하매너희가다이를인하여괴이히

여기는도다 22모세가너희에게할례를주었으니 (그

러나할례는모세에게서난것이아니요조상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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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것이라) 그러므로너희가안식일에도사람에게할

례를주느니라 23모세의율법을폐하지아니하려고사

람이안식일에도할례를받는일이있거든내가안식

일에사람의전신을건전케한것으로너희가나를노

여워하느냐? 24외모로판단하지말고공의의판단으

로판단하라' 하시니라 25예루살렘사람중에서혹이

말하되 `이는저희가죽이고자하는그사람이아니냐?

26보라드러나게말하되저희가아무말도아니하는도

다당국자들은이사람을참으로그리스도인줄알았는

가 27그러나우리는이사람이어디서왔는지아노라

그리스도께서오실때에는어디서오시는지아는자가

없으리라'하는지라 28예수께서성전에서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나를알고내가어디서온것도

알거니와내가스스로온것이아니로라나를보내신

이는참이시니너희는그를알지못하나 29나는아노

니이는내가그에게서났고그가나를보내셨음이니

라' 하신대 30저희가예수를잡고자하나손을대는자

가없으니이는그의때가아직이르지아니하였음이

러라 31무리중에많은사람이예수를믿고말하되 `그

리스도께서오실지라도그행하실표적이이사람의

행한것보다더많으랴'하니 32예수께대하여무리의

수군거리는것이바리새인들에게들린지라대제사장

들과바리새인들이그를잡으려고하속들을보내니 33

예수께서이르시되 `내가너희와함께조금더있다가

나를보내신이에게로돌아가겠노라 34너희가나를찾

아도만나지못할터이요나있는곳에오지도못하리

라'하신대 35이에유대인들이서로묻되 `이사람이

어디로가기에우리가저를만나지못하리요헬라인

중에흩어져사는자들에게로가서헬라인을가르칠



요한복음 1941

터인가 36나를찾아도만나지못할터이요나있는곳

에오지도못하리라한이말이무슨말이냐?' 하니라

37명절끝날곧큰날에예수께서서서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목마르거든내게로와서마시라 38나를믿

는자는성경에이름과같이그배에서생수의강이흘

러나리라하시니 39이는그를믿는자의받을성령을

가리켜말씀하신것이라' (예수께서아직영광을받지

못하신고로성령이아직저희에게계시지아니하시더

라) 40이말씀을들은무리중에서혹은 `이가참으로

그선지자라'하며 41혹은그리스도라하며어떤이들

은그리스도가어찌갈릴리에서나오겠느냐? 42성경

에이르기를그리스도는다윗의씨로또다윗의살던

촌베들레헴에서나오리라하지아니하였느냐하며 43

예수를인하여무리중에서쟁론이되니 44그중에는

그를잡고자하는자들도있으나손을대는자가없었

더라 45하속들이대제사장들과바리새인들에게로오

니저희가묻되 `어찌하여잡아오지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대답하되 `그사람의말하는것처럼말한사

람은이때까지없었나이다' 하니 47바리새인들이대

답하되 `너희도미혹되었느냐? 48당국자들이나바리

새인중에그를믿는이가있느냐? 49율법을알지못하

는이무리는저주를받은자로다' 50그중에한사람

곧전에예수께왔던니고데모가저희에게말하되 51

`우리율법은사람의말을듣고그행한것을알기전에

판결하느냐?' 52저희가대답하여가로되 `너도갈릴리

에서왔느냐? 상고하여보라갈릴리에서는선지자가

나지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다 각각집으로돌아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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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수는감람산으로가시다 2아침에다시성전으로

들어오시니백성이다나오는지라앉으사저희를가

르치시더니 3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간음중에잡

힌여자를끌고와서가운데세우고 4예수께말하되

`선생이여, 이여자가간음하다가현장에서잡혔나이

다 5모세는율법에이러한여자를돌로치라명하였거

니와선생은어떻게말하겠나이까?' 6저희가이렇게

말함은고소할조건을얻고자하여예수를시험함이러

라예수께서몸을굽히사손가락으로땅에쓰시니 7저

희가묻기를마지아니하는지라이에일어나가라사대

`너희중에죄없는자가먼저돌로치라!' 하시고 8다

시몸을굽히사손가락으로땅에쓰시니 9저희가이

말씀을듣고양심의가책을받아어른으로시작하여

젊은이까지하나씩하나씩나가고오직예수와그가

운데섰는여자만남았더라 10예수께서일어나사여자

외에아무도없는것을보시고이르시되여자여, 너를

고소하던그들이어디있느냐?너를정죄한자가없느

냐? 11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가라사대

`나도너를정죄하지아니하노니가서다시는죄를범

치말라!' 하시니라) 12예수께서또일러가라사대 `나

는세상의빛이니나를따르는자는어두움에다니지

아니하고생명의빛을얻으리라' 13바리새인들이가로

되 `네가너를위하여증거하니네증거는참되지아니

하도다' 14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내가나를위

하여증거하여도내증거가참되니나는내가어디서

오며어디로가는것을앎이어니와너희는내가어디

서오며어디로가는것을알지못하느니라 15너희는

육체를따라판단하나나는아무도판단치아니하노라

16만일내가판단하여도내판단이참되니이는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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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는것이아니요나를보내신이가나와함께계

심이라 17너희율법에도두사람의증거가참되다기

록하였으니 18내가나를위하여증거하는자가되고

나를보내신아버지도나를위하여증거하시느니라'

19이에저희가묻되네아버지가어디있느냐예수께

서대답하시되너희는나를알지못하고내아버지도

알지못하는도다나를알았더면내아버지도알았으리

라 20이말씀은성전에서가르치실때에연보궤앞에

서하셨으나잡는사람이없으니이는그의때가아직

이르지아니하였음이러라 21다시이르시되 `내가가

리니너희가나를찾다가너희죄가운데서죽겠고나

의가는곳에는너희가오지못하리라' 22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나의가는곳에는너희가오지못하리라

하니저가자결하려는가?' 23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

는아래서났고나는위에서났으며너희는이세상에

속하였고나는이세상에속하지아니하였느니라 24이

러므로내가너희에게말하기를너희가너희죄가운

데서죽으리라하였노라너희가만일내가그인줄믿

지아니하면너희죄가운데서죽으리라' 25저희가말

하되 `네가누구냐?' 예수께서가라사대 `나는처음부

터너희에게말하여온자니라 26내가너희를대하여

말하고판단할것이많으나나를보내신이가참되시

매내가그에게들은그것을세상에게말하노라' 하시

되 27저희는아버지를가리켜말씀하신줄을깨닫지

못하더라 28이에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는인자를

든후에내가그인줄을알고또내가스스로아무것도

하지아니하고오직아버지께서가르치신대로이런

것을말하는줄도알리라 29나를보내신이가나와함

께하시도다내가항상그의기뻐하시는일을행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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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를혼자두지아니하셨느니라' 30이말씀을하시

매많은사람이믿더라 31그러므로예수께서자기를

믿은유대인들에게이르시되 `너희가내말에거하면

참내제자가되고 32진리를알지니진리가너희를자

유케하리라!' 33저희가대답하되 `우리가아브라함의

자손이라남의종이된적이없거늘어찌하여우리가

자유케되리라하느냐?' 34예수께서대답하시되 `진실

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죄를범하는자마다죄

의종이라 35종은영원히집에거하지못하되아들은

영원히거하나니 (aiōn g165) 36그러므로아들이너희를

자유케하면너희가참으로자유하리라 37나도너희가

아브라함의자손인줄아노라그러나내말이너희속

에있을곳이없으므로나를죽이려하는도다 38나는

내아버지에게서본것을말하고너희는너희아비에

게서들은것을행하느니라' 39대답하여가로되 `우리

아버지는아브라함이라' 하니예수께서가라사대 `너

희가아브라함의자손이면아브라함의행사를할것이

어늘 40지금하나님께들은진리를너희에게말한사

람인나를죽이려하는도다아브라함은이렇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너희는너희아비의행사를하는도

다'대답하되 `우리가음란한데서나지아니하였고아

버지는한분뿐이시니곧하나님이시로다' 42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너희아버지였으면너희가나를

사랑하였으리니이는내가하나님께로나서왔음이라

나는스스로온것이아니요아버지께서나를보내신

것이니라 43어찌하여내말을깨닫지못하느냐? 이는

내말을들을줄알지못함이로다 44너희는너희아비

마귀에게서났으니너희아비의욕심을너희도행하고

자하느니라저는처음부터살인한자요진리가그속



요한복음 1945

에없으므로진리에서지못하고거짓을말할때마다

제것으로말하나니이는저가거짓말장이요거짓의

아비가되었음이니라 45내가진리를말하므로너희가

나를믿지아니하는도다 46너희중에누가나를죄로

책잡겠느냐?내가진리를말하매어찌하여나를믿지

아니하느냐? 47하나님께속한자는하나님의말씀을

듣나니너희가듣지아니함은하나님께속하지아니하

였음이로다' 48유대인들이대답하여가로되 `우리가

너를사마리아사람이라또는귀신이들렸다하는말

이옳지아니하냐?' 49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나는귀

신들린것이아니라오직내아버지를공경함이어늘

너희가나를무시하는도다 50나는내영광을구치아

니하나구하고판단하시는이가계시니라 51진실로진

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사람이내말을지키면죽음

을영원히보지아니하리라' (aiōn g165) 52유대인들이가

로되 `지금네가귀신들린줄을아노라아브라함과선

지자들도죽었거늘네말은사람이내말을지키면죽

음을영원히맛보지아니하리라' 하니 (aiōn g165) 53 `너

는이미죽은우리조상아브라함보다크냐?또선지자

들도죽었거늘너는너를누구라하느냐?' 54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내게영광을돌리면내영광이아무

것도아니어니와내게영광을돌리시는이는내아버

지시니곧너희가너희하나님이라칭하는그이시라

55너희는그를알지못하되나는아노니만일내가알

지못한다하면나도너희같이거짓말장이가되리라

나는그를알고또그의말씀을지키노라 56너희조상

아브라함은나의때볼것을즐거워하다가보고기뻐

하였느니라' 57유대인들이가로되 `네가아직오십도

못되었는데아브라함을보았느냐?' 58예수께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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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아브라함이

나기전부터내가있느니라'하시니 59저희가돌을들

어치려하거늘예수께서숨어성전에서나가시니라

9예수께서길가실때에날때부터소경된사람을보

신지라 2제자들이물어가로되 `랍비여, 이사람이소

경으로난것이뉘죄로인함이오니이까?자기오니이

까?그부모오니이까?' 3예수께서대답하시되 `이사

람이나그부모가죄를범한것이아니라그에게서하

나님의하시는일을나타내고자하심이니라 4때가아

직낮이매나를보내신이의일을우리가하여야하리

라밤이오리니그때는아무도일할수없느니라 5내

가세상에있는동안에는세상의빛이로라' 6이말씀

을하시고땅에침을뱉아진흙을이겨그의눈에바르

시고 7이르시되 `실로암못에가서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번역하면보냄을받았다는뜻이라)이에가

서씻고밝은눈으로왔더라 8이웃사람들과및전에

저가걸인인것을보았던사람들이가로되이는앉아

서구걸하던자가아니냐? 9혹은그사람이라하며혹

은아니라그와비슷하다하거늘제말은내가그로라

하니 10저희가묻되 `그러면네눈이어떻게떠졌느냐

?' 11대답하되 `예수라하는그사람이진흙을이겨내

눈에바르고나더러실로암에가서씻으라하기에가

서씻었더니보게되었노라' 12저희가가로되 `그가어

디있느냐?' 가로되 `알지못하노라'하니라 13저희가

전에소경되었던사람을데리고바리새인들에게갔더

라 14예수께서진흙을이겨눈을뜨게하신날은안식

일이라 15그러므로바리새인들도그어떻게보게된

것을물으니가로되 `그사람이진흙을내눈에바르매

내가씻고보나이다'하니 16바리새인중에혹은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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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이사람이안식일을지키지아니하니하나님께로

서온자가아니라'하며혹은말하되 `죄인으로서어떻

게이러한표적을행하겠느냐?' 하여피차쟁론이되었

더니 17이에소경되었던자에게다시묻되 `그사람이

네눈을뜨게하였으니너는그를어떠한사람이라하

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한대 18유대인들이

저가소경으로있다가보게된것을믿지아니하고그

부모를불러묻되 19 `이는너희말에소경으로났다하

는너희아들이냐?그러면지금은어떻게되어보느냐

?' 20그부모가대답하여가로되 `이가우리아들인것

과소경으로난것을아나이다 21그러나지금어떻게

되어보는지또는누가그눈을뜨게하였는지우리는

알지못하나이다저에게물어보시오저가장성하였으

니자기일을말하리이다' 22그부모가이렇게말한것

은이미유대인들이누구든지예수를그리스도로시인

하는자는출교하기로결의하였으므로저희를무서워

함이러라 23이러므로그부모가말하기를저가장성하

였으니저에게물어보시오하였더라 24이에저희가

소경되었던사람을두번째불러이르되 `너는영광을

하나님께돌리라우리는저사람이죄인인줄아노라'

25대답하되 `그가죄인인지내가알지못하나한가지

아는것은내가소경으로있다가지금보는그것이니

이다' 26저희가가로되 `그사람이네게무엇을하였느

냐?어떻게네눈을뜨게하였느냐?' 27대답하되 `내가

이미일렀어도듣지아니하고어찌하여다시듣고자

하나이까?당신들도그제자가되려하나이까?' 28저

희가욕하여가로되 `너는그의제자나우리는모세의

제자라 29하나님이모세에게는말씀하신줄을우리가

알거니와이사람은어디서왔는지알지못하노라' 30



요한복음 1948

그사람이대답하여가로되 `이상하다이사람이내눈

을뜨게하였으되당신들이그가어디서왔는지알지

못하는도다 31하나님이죄인을듣지아니하시고경건

하여그의뜻대로행하는자는들으시는줄을우리가

아나이다 32창세이후로소경으로난자의눈을뜨게

하였다함을듣지못하였으니 (aiōn g165) 33이사람이하

나님께로부터오지아니하였으면아무일도할수없

으리이다' 34저희가대답하여가로되 `네가온전히죄

가운데서나서우리를가르치느냐?' 하고이에쫓아내

어보내니라 35예수께서저희가그사람을쫓아냈다

하는말을들으셨더니그를만나사가라사대 `네가인

자를믿느냐?' 36대답하여가로되 `주여그가누구시

오니이까? 내가믿고자하나이다' 37예수께서가라사

대 `네가그를보았거니와지금너와말하는자가그이

니라!' 38가로되 `주여, 내가믿나이다!' 하고절하는지

라 39예수께서가라사대 `내가심판하러이세상에왔

으니보지못하는자들은보게하고보는자들은소경

되게하려함이라'하시니 40바리새인중에예수와함

께있던자들이이말씀을듣고가로되우리도소경인

가? 41예수께서가라사대 `너희가소경되었더면죄가

없으려니와본다고하니너희죄가그저있느니라

10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양의우리

에문으로들어가지아니하고다른데로넘어가는자는

절도며강도요 2문으로들어가는이가양의목자라 3

문지기는그를위하여문을열고양은그의음성을듣

나니그가자기양의이름을각각불러인도하여내느

니라 4자기양을다내어놓은후에앞서가면양들이

그의음성을아는고로따라오되 5타인의음성은알지

못하는고로타인을따르지아니하고도리어도망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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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6예수께서이비유로저희에게말씀하셨으나저

희는그하신말씀이무엇인지알지못하니라 7그러므

로예수께서다시이르시되 `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

에게말하노니나는양의문이라 8나보다먼저온자

는다절도요강도니양들이듣지아니하였느니라 9내

가문이니누구든지나로말미암아들어가면구원을

얻고또는들어가며나오며꼴을얻으리라 10도적이

오는것은도적질하고죽이고멸망시키려는것뿐이요

내가온것은양으로생명을얻게하고더풍성히얻게

하려는것이라 11나는선한목자라! 선한목자는양들

을위하여목숨을버리거니와 12삯군은목자도아니요

양도제양이아니라이리가오는것을보면양을버리

고달아나나니이리가양을늑탈하고또헤치느니라

13달아나는것은저가삯군인까닭에양을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나는선한목자라! 내가내양을알고양

도나를아는것이 15아버지께서나를아시고내가아

버지를아는것같으니나는양을위하여목숨을버리

노라 16또이우리에들지아니한다른양들이내게있

어내가인도하여야할터이니저희도내음성을듣고

한무리가되어한목자에게있으리라 17아버지께서

나를사랑하시는것은내가다시목숨을얻기위하여

목숨을버림이라 18이를내게서빼앗는자가있는것

이아니라내가스스로버리노라나는버릴권세도있

고다시얻을권세도있으니이계명은내아버지에게

서받았노라'하시니라 19이말씀을인하여유대인중

에다시분쟁이일어나니 20그중에많은사람이말하

되 `저가귀신들려미쳤거늘어찌하여그말을듣느냐

?' 하며 21혹은말하되 `이말은귀신들린자의말이아

니라귀신이소경의눈을뜨게할수있느냐?'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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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예루살렘에수전절이이르니때는겨울이라 23예수

께서성전안솔로몬행각에서다니시니 24유대인들이

에워싸고가로되 `당신이언제까지나우리마음을의

혹케하려나이까?그리스도여든밝히말하시오' 하니

25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내가너희에게말하였으되믿

지아니하는도다내가내아버지의이름으로행하는

일들이나를증거하는것이어늘 26너희가내양이아

니므로믿지아니하는도다 27내양은내음성을들으

며나는저희를알며저희는나를따르느니라 28내가

저희에게영생을주노니영원히멸망치아니할터이요

또저희를내손에서빼앗을자가없느니라 (aiōn g165,

aiōnios g166) 29저희를주신내아버지는만유보다크시

매아무도아버지손에서빼앗을수없느니라! 30나와

아버지는하나이니라'하신대 31유대인들이다시돌을

들어치려하거늘 32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내가아버

지께로말미암아여러가지선한일을너희에게보였

거늘그중에어떤일로나를돌로치려하느냐?' 33유

대인들이대답하되 `선한일을인하여우리가너를돌

로치려는것이아니라참람함을인함이니네가사람

이되어자칭하나님이라함이로라' 34예수께서가라

사대 `너희율법에기록한바내가너희를신이라하였

노라하지아니하였느냐 35성경은폐하지못하나니하

나님의말씀을받은사람들을신이라하셨거든 36하물

며아버지께서거룩하게하사세상에보내신자가나

는하나님아들이라하는것으로너희가어찌참람하

다하느냐? 37만일내가내아버지의일을행치아니하

거든나를믿지말려니와 38내가행하거든나를믿지

아니할지라도그일은믿으라! 그러면너희가아버지

께서내안에계시고내가아버지안에있음을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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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라' 하신대 39저희가다시예수를잡고자하였으

나그손에서벗어나나가시니라 40다시요단강저편

요한이처음으로세례주던곳에가사거기거하시니

41많은사람이왔다가말하되 `요한은아무표적도행

치아니하였으나요한이이사람을가리켜말한것은

참이라' 하더라 42그리하여거기서많은사람이예수

를믿으니라

11어떤병든자가있으니이는마리아와그형제마

르다의촌베다니에사는나사로라 2이마리아는향유

를주께붓고머리털로주의발을씻기던자요병든나

사로는그의오라비러라 3이에그누이들이예수께사

람을보내어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사랑하시는자

가병들었나이다' 하니 4예수께서들으시고가라사대

`이병은죽을병이아니라하나님의영광을위함이요

하나님의아들로이를인하여영광을얻게하려함이

라'하시더라 5예수께서본래마르다와그동생과나

사로를사랑하시더니 6나사로가병들었다함을들으

시고그계시던곳에이틀을더유하시고 7그후에제

자들에게이르시되 `유대로다시가자'하시니 8제자

들이말하되 `랍비여방금도유대인들이돌로치려하

였는데또그리로가시려하나이까?' 9예수께서대답

하시되 `낮이열두시가아니냐?사람이낮에다니면

이세상의빛을보므로실족하지아니하고 10밤에다

니면빛이그사람안에없는고로실족하느니라' 11이

말씀을하신후에또가라사대 `우리친구나사로가잠

들었도다그러나내가깨우러가노라' 12제자들이가

로되 `주여, 잠들었으면낫겠나이다' 하더라 13예수는

그의죽음을가리켜말씀하신것이나저희는잠들어

쉬는것을가리켜말씀하심인줄생각하는지라 1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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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밝히이르시되 `나사로가죽었느니라 15내

가거기있지아니한것을너희를위하여기뻐하노니

이는너희로믿게하려함이라그러나그에게로가자'

하신대 16디두모라하는도마가다른제자들에게말하

되 `우리도주와함께죽으러가자' 하니라 17예수께서

와서보시니나사로가무덤에있은지이미나흘이라

18베다니는예루살렘에서가깝기가한오리쯤되매 19

많은유대인이마르다와마리아에게그오라비의일로

위문하러왔더니 20마르다는예수오신다는말을듣고

나가맞되마리아는집에앉았더라 21마르다가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여기계셨더면내오라비가죽지아

니하였겠나이다 22그러나나는이제라도주께서무엇

이든지하나님께구하시는것을하나님이주실줄을

아나이다' 23예수께서가라사대 `네오라비가다시살

리라' 24마르다가가로되 `마지막날부활에는다시살

줄을내가아나이다' 25예수께서가라사대 `나는부활

이요생명이니나를믿는자는죽어도살겠고 26무릇

살아서나를믿는자는영원히죽지아니하리니이것

을네가믿느냐?' (aiōn g165) 27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그리스도시요세상에오시는하나님의아들이신

줄내가믿나이다' 28이말을하고돌아가서가만히그

형제마리아를불러말하되선생님이오셔서너를부

르신다하니 29마리아가이말을듣고급히일어나예

수께나아가매 30예수는아직마을로들어오지아니하

시고마르다의맞던곳에그저계시더라 31마리아와

함께집에있어위로하던유대인들은그의급히일어

나나가는것을보고곡하러무덤에가는줄로생각하

고따라가더니 32마리아가예수계신곳에와서보이

고그발앞에엎드리어가로되 `주께서여기계셨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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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라비가죽지아니하였겠나이다'하더라 33예수께

서그의우는것과또함께온유대인들의우는것을보

시고심령에통분히여기시고민망히여기사 34가라사

대 `그를어디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보옵소서

' 하니 35예수께서눈물을흘리시더라 36이에유대인

들이말하되 `보라그를어떻게사랑하였는가?' 하며

37그중어떤이는말하되 `소경의눈을뜨게한이사

람이그사람은죽지않게할수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예수께서다시속으로통분히여기시며무덤에

가시니무덤이굴이라돌로막았거늘 39예수께서가라

사대 `돌을옮겨놓으라' 하시니그죽은자의누이마

르다가가로되 `주여, 죽은지가나흘이되었으매벌써

냄새가나나이다' 40예수께서가라사대 `내말이네가

믿으면하나님의영광을보리라하지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돌을옮겨놓으니예수께서눈을들어우러

러보시고가라사대아버지여내말을들으신것을감

사하나이다 42항상내말을들으시는줄을내가알았

나이다그러나이말씀하옵는것은둘러선무리를위

함이니곧아버지께서나를보내신것을저희로믿게

하려함이니이다' 43이말씀을하시고큰소리로 `나사

로야나오라!' 부르시니 44죽은자가수족을베로동인

채로나오는데그얼굴은수건에싸였더라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다니게하라' 하시니라 45마리아

에게와서예수의하신일을본많은유대인이저를믿

었으나 46그중에어떤자는바리새인들에게가서예

수의하신일을고하니라 47이에대제사장들과바리새

인들이공회를모으고가로되 `이사람이많은표적을

행하니우리가어떻게하겠느냐? 48만일저를이대로

두면모든사람이저를믿을것이요그리고로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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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서우리땅과민족을빼앗아가리라'하니 49그중

에한사람그해대제사장인가야바가저희에게말하

되 `너희가아무것도알지못하는도다 50한사람이백

성을위하여죽어서온민족이망하지않게되는것이

너희에게유익한줄을생각지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이말은스스로함이아니요그해에대제사장이므

로예수께서그민족을위하시고 52또그민족만위할

뿐아니라흩어진하나님의자녀를모아하나가되게

하기위하여죽으실것을미리말함이러라 53이날부터

는저희가예수를죽이려고모의하니라 54그러므로예

수께서다시유대인가운데드러나게다니지아니하시

고여기를떠나빈들가까운곳인에브라임이라는동

리에가서제자들과함께거기유하시니라 55유대인의

유월절이가까우매많은사람이자기를성결케하기

위하여유월절전에시골서예루살렘으로올라갔더니

56저희가예수를찾으며성전에서서서로말하되 `너

희생각에는어떠하뇨?저가명절에오지아니하겠느

냐?' 하니 57이는대제사장들과바리새인들이누구든

지예수있는곳을알거든고하여잡게하라명령하였

음이러라

12유월절엿새전에예수께서베다니에이르시니이

곳은예수께서죽은자가운데서살리신나사로의있

는곳이라 2거기서예수를위하여잔치할새마르다는

일을보고나사로는예수와함께앉은자중에있더라

3마리아는지극히비싼향유곧순전한나드한근을

가져다가예수의발에붓고자기머리털로그의발을

씻으니향유냄새가집에가득하더라 4제자중하나로

서예수를잡아줄가룟유다가말하되 5 `이 향유를어

찌하여삼백데나리온에팔아가난한자들에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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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느냐?' 하니 6이렇게말함은가난한자들을

생각함이아니요저는도적이라돈궤를맡고거기넣

는것을훔쳐감이러라 7예수께서가라사대 `저를가만

두어나의장사할날을위하여이를두게하라 8가난

한자들은항상너희와함께있거니와나는항상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유대인의큰무리가예수께서

여기계신줄을알고오니이는예수만위함이아니요

죽은자가운데서살리신나사로도보려함이러라 10대

제사장들이나사로까지죽이려고모의하니 11나사로

까닭에많은유대인이가서예수를믿음이러라 12그

이튿날에는명절에온큰무리가예수께서예루살렘으

로오신다함을듣고 13종려나무가지를가지고맞으

러나가외치되 `호산나찬송하리로다주의이름으로

오시는이,곧이스라엘의왕이시여!' 하더라 14예수는

한어린나귀를만나서타시니 15이는기록된바시온

딸아두려워말라보라너의왕이나귀새끼를타고오

신다함과같더라 16제자들은처음에이일을깨닫지

못하였다가예수께서영광을얻으신후에야이것이예

수께대하여기록된것임과사람들이예수께이같이

한것인줄생각났더라 17나사로를무덤에서불러내어

죽은자가운데서살리실때에함께있던무리가증거

한지라 18이에무리가예수를맞음은이표적행하심

을들었음이러라 19바리새인들이서로말하되 `볼지

어다너희하는일이쓸데없다보라온세상이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20명절에예배하러올라온사람중

에헬라인몇이있는데 21저희가갈릴리벳새다사람

빌립에게가서청하여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예수

를뵈옵고자하나이다' 하니 22빌립이안드레에게가

서말하고안드레와빌립이예수께가서여짜온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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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인자의영광을얻을때

가왔도다 24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

한알의밀이땅에떨어져죽지아니하면한알그대로

있고죽으면많은열매를맺느니라 25자기생명을사

랑하는자는잃어버릴것이요이세상에서자기생명

을미워하는자는영생하도록보존하리라 (aiōnios g166)

26사람이나를섬기려면나를따르라! 나있는곳에나

를섬기는자도거기있으리니사람이나를섬기면내

아버지께서저를귀히여기시리라 27지금내마음이

민망하니무슨말을하리요아버지여나를구원하여

이때를면하게하여주옵소서그러나내가이를위하

여이때에왔나이다 28아버지여아버지의이름을영광

스럽게하옵소서'하시니이에하늘에서소리가나서

가로되 `내가이미영광스럽게하였고또다시영광스

럽게하리라'하신대 29곁에서서들은무리는우뢰가

울었다고도하며또어떤이들은천사가저에게말하

였다고도하니 30예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이소

리가난것은나를위한것이아니요너희를위한것이

니라 31이제이세상의심판이이르렀으니이세상임

금이쫓겨나리라 32내가땅에서들리면모든사람을

내게로이끌겠노라'하시니 33이렇게말씀하심은자기

가어떠한죽음으로죽을것을보이심이러라 34이에

무리가대답하되 `우리는율법에서그리스도가영원히

계신다함을들었거늘너는어찌하여인자가들려야

하리라하느냐? 이인자는누구냐?' (aiōn g165) 35예수께

서가라사대 `아직잠시동안빛이너희중에있으니빛

이있을동안에다녀어두움에붙잡히지않게하라어

두움에다니는자는그가는바를알지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아직빛이있을동안에빛을믿으라!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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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빛의아들이되리라' 예수께서이말씀을하시고저

희를떠나가서숨으시니라 37이렇게많은표적을저희

앞에서행하셨으나저를믿지아니하니 38이는선지자

이사야의말씀을이루려하심이라가로되주여,우리

에게들은바를누가믿었으며주의팔이뉘게나타났

나이까? 하였더라 39저희가능히믿지못한것은이까

닭이니곧이사야가다시일렀으되 40저희눈을멀게

하시고저희마음을완고하게하셨으니이는저희로

하여금눈으로보고마음으로깨닫고돌이켜내게고

침을받지못하게하려함이니라하였음이더라 41이사

야가이렇게말한것은주의영광을보고주를가리켜

말한것이라 42그러나관원중에도저를믿는자가많

되바리새인들을인하여드러나게말하지못하니이는

출회를당할까두려워함이라 43저희는사람의영광을

하나님의영광보다더사랑하였더라 44예수께서외쳐

가라사대 `나를믿는자는나를믿는것이아니요나를

보내신이를믿는것이며 45나를보는자는나를보내

신이를보는것이니라 46나는빛으로세상에왔나니

무릇나를믿는자로어두움에거하지않게하려함이

로라 47사람이내말을듣고지키지아니할지라도내

가저를심판하지아니하노라내가온것은세상을심

판하려함이아니요세상을구원하려함이로라 48나를

저버리고내말을받지아니하는자를심판할이가있

으니곧나의한그말이마지막날에저를심판하리라

49내가내자의로말한것이아니요나를보내신아버

지께서나의말할것과이를것을친히명령하여주셨

으니 50나는그의명령이영생인줄아노라그러므로

나의이르는것은내아버지께서내게말씀하신그대

로이르노라' 하시니라 (aiōnios g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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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월절전에예수께서자기가세상을떠나아버지

께로돌아가실때가이른줄아시고세상에있는자기

사람들을사랑하시되끝까지사랑하시니라 2마귀가

벌써시몬의아들가룟유다의마음에예수를팔려는

생각을넣었더니 3저녁먹는중예수는아버지께서모

든것을자기손에맡기신것과또자기가하나님께로

부터오셨다가하나님께로돌아가실것을아시고 4저

녁잡수시던자리에서일어나겉옷을벗고수건을가

져다가허리에두르시고 5이에대야에물을담아제자

들의발을씻기시고그두르신수건으로씻기기를시

작하여 6시몬베드로에게이르시니가로되 `주여, 주

께서내발을씻기시나이까?' 7예수께서대답하여가

라사대 `나의하는것을네가이제는알지못하나이후

에는알리라' 8베드로가가로되 `내발을절대로씻기

지못하시리이다'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내가너를씻

기지아니하면네가나와상관이없느니라' (aiōn g165) 9

시몬베드로가가로되 `주여, 내발뿐아니라손과머

리도씻겨주옵소서' 10예수께서가라사대 `이미목욕

한자는발밖에씻을필요가없느니라온몸이깨끗하

니라너희가깨끗하나다는아니니라하시니 11이는

자기를팔자가누구인지아심이라그러므로다는깨

끗지아니하다'하시니라 12저희발을씻기신후에옷

을입으시고다시앉아저희에게이르시되내가너희

에게행한것을너희가아느냐? 13너희가나를선생이

라또는주라하니너희말이옳도다내가그러하다 14

내가주와또는선생이되어너희발을씻겼으니너희

도서로발을씻기는것이옳으니라 15내가너희에게

행한것같이너희도행하게하려하여본을보였노라

16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종이상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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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지못하고보냄을받은자가보낸자보다크지못

하니 17너희가이것을알고행하면복이있으리라! 18

내가너희를다가리켜말하는것이아니라내가나의

택한자들이누구인지앎이라그러나내떡을먹는자

가내게발꿈치를들었다한성경을응하게하려는것

이니라 19지금부터일이이루기전에미리너희에게

이름은일이이룰때에내가그인줄너희로믿게하려

함이로라 20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나

의보낸자를영접하는자는나를영접하는것이요나

를영접하는자는나를보내신이를영접하는것이니

라 21예수께서이말씀을하시고심령에민망하여증

거하여가라사대 `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

노니너희중하나가나를팔리라'하시니 22제자들이

서로보며뉘게대하여말씀하시는지의심하더라 23예

수의제자중하나곧그의사랑하시는자가예수의품

에의지하여누웠는지라 24시몬베드로가머릿짓을하

여말하되 `말씀하신자가누구인지말하라' 한대 25그

가예수의가슴에그대로의지하여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이까?' 26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내가한조각을찍

어다가주는자가그니라' 하시고곧한조각을찍으셔

다가가룟시몬의아들유다를주시니 27조각을받은

후곧사단이그속에들어간지라이에예수께서유다

에게이르시되 `네하는일을속히하라' 하시니 28이

말씀을무슨뜻으로하셨는지그앉은자중에아는이

가없고 29어떤이들은유다가돈궤를맡았으므로명

절에우리의쓸물건을사라하시는지혹가난한자들

에게무엇을주라하시는줄로생각하더라 30유다가

그조각을받고곧나가니밤이러라 31저가나간후에

예수께서가라사대 `지금인자가영광을얻었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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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인자를인하여영광을얻으셨도다 32만일하나님

이저로인하여영광을얻으셨으면하나님도자기로

인하여저에게영광을주시리니곧주시리라 33소자들

아내가아직잠시너희와함께있겠노라너희가나를

찾을터이나그러나일찍내가유대인들에게너희는나

의가는곳에올수없다고말한것과같이지금너희에

게도이르노라 34새계명을너희에게주노니서로사

랑하라!내가너희를사랑한것같이너희도서로사랑

하라 35너희가서로사랑하면이로써모든사람이너

희가내제자인줄알리라' 36시몬베드로가가로되 `주

여어디로가시나이까?' 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나의가

는곳에네가지금은따라올수없으나후에는따라오

리라' 37베드로가가로되 `주여내가지금은어찌하여

따를수없나이까?주를위하여내목숨을버리겠나이

다' 38예수께서대답하시되 `네가나를위하여네목숨

을버리겠느냐?내가진실로진실로네게이르노니닭

울기전에네가세번나를부인하리라

14너희는마음에근심하지말라하나님을믿으니또

나를믿으라 2내아버지집에거할곳이많도다그렇

지않으면너희에게일렀으리라내가너희를위하여

처소를예비하러가노니 3가서너희를위하여처소를

예비하면내가다시와서너희를내게로영접하여나

있는곳에너희도있게하리라 4내가가는곳에그길

을너희가알리라' 5도마가가로되 `주여, 어디로가시

는지우리가알지못하거늘그길을어찌알겠삽나이

까?' 6예수께서가라사대 `내가곧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니! 나로말미암지않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없

느니라 7너희가나를알았더면내아버지도알았으리

로다이제부터는너희가그를알았고또보았느니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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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이가로되 `주여, 아버지를우리에게보여주옵소

서그리하면족하겠나이다' 9예수께서가라사대 `빌

립아, 내가이렇게오래너희와함께있으되네가나를

알지못하느냐?나를본자는아버지를보았거늘어찌

하여아버지를보이라하느냐? 10나는아버지안에있

고아버지는내안에계신것을네가믿지아니하느냐?

내가너희에게이르는말이스스로하는것이아니라

아버지께서내안에계셔그의일을하시는것이라 11

내가아버지안에있고아버지께서내안에계심을믿

으라!그렇지못하겠거든행하는그일을인하여나를

믿으라 12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나를

믿는자는나의하는일을저도할것이요또한이보다

큰것도하리니이는내가아버지께로감이니라 13너

희가내이름으로무엇을구하든지내가시행하리니

이는아버지로하여금아들을인하여영광을얻으시게

하려함이라 14내이름으로무엇이든지내게구하면

내가시행하리라! 15너희가나를사랑하면나의계명

을지키리라 16내가아버지께구하겠으니그가또다

른보혜사를너희에게주사영원토록너희와함께있

게하시리니 (aiōn g165) 17저는진리의영이라세상은능

히저를받지못하나니이는저를보지도못하고알지

도못함이라그러나너희는저를아나니저는너희와

함께거하심이요또너희속에계시겠음이라 18내가

너희를고아와같이버려두지아니하고너희에게로오

리라 19조금있으면세상은다시나를보지못할터이

로되너희는나를보리니이는내가살았고너희도살

겠음이라 20그날에는내가아버지안에너희가내안

에내가너희안에있는것을너희가알리라 21나의계

명을가지고지키는자라야나를사랑하는자니나를



요한복음 1962

사랑하는자는내아버지께사랑을받을것이요나도

그를사랑하여그에게나를나타내리라' 22가룟인아

닌유다가가로되 `주여, 어찌하여자기를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세상에게는아니하려하시나이까?' 23예

수께서대답하여가라사대 `사람이나를사랑하면내

말을지키리니내아버지께서저를사랑하실것이요

우리가저에게와서거처를저와함께하리라 24나를

사랑하지아니하는자는내말을지키지아니하나니

너희의듣는말은내말이아니요나를보내신아버지

의말씀이니라 25내가아직너희와함께있어서이말

을너희에게하였거니와 26보혜사곧아버지께서내

이름으로보내실성령그가너희에게모든것을가르

치시고내가너희에게말한모든것을생각나게하시

리라 27평안을너희에게끼치노니곧나의평안을너

희에게주노라내가너희에게주는것은세상이주는

것같지아니하니라너희는마음에근심도말고두려

워하지도말라 28내가갔다가너희에게로온다하는

말을너희가들었나니나를사랑하였더면나의아버지

께로감을기뻐하였으리라아버지는나보다크심이니

라 29이제일이이루기전에너희에게말한것은일이

이룰때에너희로믿게하려함이라 30이후에는내가

너희와말을많이하지아니하리니이세상임금이오

겠음이라그러나저는내게관계할것이없으니 31오

직내가아버지를사랑하는것과아버지의명하신대

로행하는것을세상으로알게하려함이로라일어나

라여기를떠나자하시니라

15내가참포도나무요내아버지는그농부라 2무릇

내게있어과실을맺지아니하는가지는아버지께서

이를제해버리시고무릇과실을맺는가지는더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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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맺게하려하여이를깨끗케하시느니라 3너희는

내가일러준말로이미깨끗하였으니 4내안에거하

라나도너희안에거하리라가지가포도나무에붙어

있지아니하면절로과실을맺을수없음같이너희도

내안에있지아니하면그러하리라 5나는포도나무요

너희는가지니저가내안에내가저안에있으면이사

람은과실을많이맺나니나를떠나서는너희가아무

것도할수없음이라 6사람이내안에거하지아니하

면가지처럼밖에버리워말라지나니사람들이이것을

모아다가불에던져사르느니라 7너희가내안에거하

고내말이너희안에거하면무엇이든지원하는대로

구하라그리하면이루리라 8너희가과실을많이맺으

면내아버지께서영광을받으실것이요너희가내제

자가되리라 9아버지께서나를사랑하신것같이나도

너희를사랑하였으니나의사랑안에거하라 10내가

아버지의계명을지켜그의사랑안에거하는것같이

너희도내계명을지키면내사랑안에거하리라 11내

가이것을너희에게이름은내기쁨이너희안에있어

너희기쁨을충만하게하려함이니라 12내계명은곧

내가너희를사랑한것같이너희도서로사랑하라하

는이것이니라 13사람이친구를위하여자기목숨을

버리면이에서더큰사랑이없나니 14너희가나의명

하는대로행하면곧나의친구라 15이제부터는너희

를종이라하지아니하리니종은주인의하는것을알

지못함이라너희를친구라하였노니내가내아버지

께들은것을다너희에게알게하였음이니라 16너희

가나를택한것이아니요내가너희를택하여세웠나

니이는너희로가서과실을맺게하고또너희과실이

항상있게하여내이름으로아버지께무엇을구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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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받게하려함이니라 17내가이것을너희에게명

함은너희로서로사랑하게하려함이로라 18세상이

너희를미워하면너희보다먼저나를미워한줄을알

라 19너희가세상에속하였으면세상이자기의것을

사랑할터이나너희는세상에속한자가아니요도리

어세상에서나의택함을입은자인고로세상이너희

를미워하느니라 20내가너희더러종이주인보다더

크지못하다한말을기억하라사람들이나를핍박하

였은즉너희도핍박할터이요내말을지켰은즉너희

말도지킬터이라 21그러나사람들이내이름을인하

여이모든일을너희에게하리니이는나보내신이를

알지못함이니라 22내가와서저희에게말하지아니하

였더면죄가없었으려니와지금은그죄를핑계할수

없느니라 23나를미워하는자는또내아버지를미워

하느니라 24내가아무도못한일을저희중에서하지

아니하였더면저희가죄가없었으려니와지금은저희

가나와및내아버지를보았고또미워하였도다 25그

러나이는저희율법에기록된바저희가연고없이나

를미워하였다한말을응하게하려함이니라 26내가

아버지께로서너희에게보낼보혜사곧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진리의성령이오실때에그가나를증거하실

것이요 27너희도처음부터나와함께있었으므로증거

하느니라

16내가이것을너희에게이름은너희로실족지않게

하려함이니 2사람들이너희를출회할뿐아니라때

가이르면무릇너희를죽이는자가생각하기를이것

이하나님을섬기는예라하리라 3저희가이런일을

할것은아버지와나를알지못함이라 4오직너희에게

이말을이른것은너희로그때를당하면내가너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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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말한것을기억나게하려함이요처음부터이말

을하지아니한것은내가너희와함께있었음이니라 5

지금내가나를보내신이에게로가는데너희중에서

나더러어디로가느냐묻는자가없고 6도리어내가

이말을하므로너희마음에근심이가득하였도다 7그

러하나내가너희에게실상을말하노니내가떠나가는

것이너희에게유익이라내가떠나가지아니하면보혜

사가너희에게로오시지아니할것이요가면내가그

를너희에게로보내리니 8그가와서죄에대하여의에

대하여심판에대하여세상을책망하시리라 9죄에대

하여라함은저희가나를믿지아니함이요 10의에대

하여라함은내가아버지께로가니너희가다시나를

보지못함이요 11심판에대하여라함은이세상임금

이심판을받았음이니라 12내가아직도너희에게이를

것이많으나지금은너희가감당치못하리라 13그러하

나진리의성령이오시면그가너희를모든진리가운

데로인도하시리니그가자의로말하지않고오직듣

는것을말하시며장래일을너희에게알리시리라 14

그가내영광을나타내리니내것을가지고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무릇아버지께있는것은다내것

이라그러므로내가말하기를그가내것을가지고너

희에게알리리라하였노라 16조금있으면너희가나를

보지못하겠고또조금있으면나를보리라' 하신대 17

제자중에서서로말하되 `우리에게말씀하신바조금

있으면나를보지못하겠고또조금있으면나를보리

라' 하시며또내가아버지께로감이라하신것이무슨

말씀이뇨하고 18또말하되 `조금있으면이라한말씀

이무슨말씀이뇨?무엇을말씀하시는지알지못하노

라'하거늘 19예수께서그묻고자함을아시고가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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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내말이조금있으면나를보지못하겠고또조금

있으면나를보리라하므로서로문의하느냐? 20내가

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는곡하고애통

하겠으나세상은기뻐하리라너희는근심하겠으나너

희근심이도리어기쁨이되리라 21여자가해산하게

되면그때가이르렀으므로근심하나아이를낳으면

세상에사람난기쁨을인하여그고통을다시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지금은너희가근심하나내가다시너

희를보리니너희마음이기쁠것이요너희기쁨을빼

앗을자가없느니라 23그날에는너희가아무것도내

게묻지아니하리라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

르노니너희가무엇이든지아버지께구하는것을내

이름으로주시리라 24지금까지는너희가내이름으로

아무것도구하지아니하였으나구하라그리하면받으

리니너희기쁨이충만하리라 25이것을비사로너희에

게일렀거니와때가이르면다시비사로너희에게이

르지않고아버지에대한것을밝히이르리라 26그날

에너희가내이름으로구할것이요내가너희를위하

여아버지께구하겠다하는말이아니니 27이는너희

가나를사랑하고또나를하나님께로서온줄믿은고

로아버지께서친히너희를사랑하심이니라 28내가아

버지께로나와서세상에왔고다시세상을떠나아버

지께로가노라' 하시니 29제자들이말하되지금은밝

히말씀하시고아무비사도하지아니하시니 30우리가

지금에야주께서모든것을아시고또사람의물음을

기다리시지않는줄아나이다이로써하나님께로서나

오심을우리가믿삽나이다 31예수께서대답하시되

`이제는너희가믿느냐? 32보라너희가다각각제곳

으로흩어지고나를혼자둘때가오나니벌써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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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내가혼자있는것이아니라아버지께서나와

함께계시느니라 33이것을너희에게이름은너희로내

안에서평안을누리게하려함이라세상에서는너희가

환난을당하나담대하라!내가세상을이기었노라!' 하

시니라

17예수께서이말씀을하시고눈을들어하늘을우러

러가라사대아버지여때가이르렀사오니아들을영화

롭게하사아들로아버지를영화롭게하게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아들에게주신모든자에게영생을주게

하시려고만민을다스리는권세를아들에게주셨음이

로소이다 (aiōnios g166) 3영생은곧유일하신참하나님

과그의보내신자예수그리스도를아는것이니이다

(aiōnios g166) 4아버지께서내게하라고주신일을내가

이루어아버지를이세상에서영화롭게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창세전에내가아버지와함께가졌던영화

로써지금도아버지와함께나를영화롭게하옵소서 6

세상중에서내게주신사람들에게내가아버지의이

름을나타내었나이다저희는아버지의것이었는데내

게주셨으며저희는아버지의말씀을지키었나이다 7

지금저희는아버지께서내게주신것이다아버지께

로서온것인줄알았나이다 8나는아버지께서내게

주신말씀들을저희에게주었사오며저희는이것을받

고내가아버지께로부터나온줄을참으로아오며아

버지께서나를보내신줄도믿었사옵나이다 9내가저

희를위하여비옵나니내가비옵는것은세상을위함

이아니요내게주신자들을위함이니이다저희는아

버지의것이로소이다 10내것은다아버지의것이요

아버지의것은내것이온데내가저희로말미암아영

광을받았나이다 11나는세상에더있지아니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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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세상에있사옵고나는아버지께로가옵나니거

룩하신아버지여내게주신아버지의이름으로저희를

보전하사우리와같이저희도하나가되게하옵소서

12내가저희와함께있을때에내게주신아버지의이

름으로저희를보전하와지키었나이다그중에하나도

멸망치않고오직멸망의자식뿐이오니이는성경을

응하게함이니이다 13지금내가아버지께로가오니내

가세상에서이말을하옵는것은저희로내기쁨을저

희안에충만히가지게하려함이니이다 14내가아버

지의말씀을저희에게주었사오매세상이저희를미워

하였사오니이는내가세상에속하지아니함같이저희

도세상에속하지아니함을인함이니이다 15내가비옵

는것은저희를세상에서데려가시기를위함이아니요

오직악에빠지지않게보전하시기를위함이니이다 16

내가세상에속하지아니함같이저희도세상에속하

지아니하였삽나이다 17저희를진리로거룩하게하옵

소서! 아버지의말씀은진리니이다! 18아버지께서나

를세상에보내신것같이나도저희를세상에보내었

고 19또저희를위하여내가나를거룩하게하오니이

는저희도진리로거룩함을얻게하려함이니이다 20

내가비옵는것은이사람들만위함이아니요또저희

말을인하여나를믿는사람들도위함이니 21아버지께

서내안에내가아버지안에있는것같이저희도다하

나가되어우리안에있게하사세상으로아버지께서

나를보내신것을믿게하옵소서 22내게주신영광을

내가저희에게주었사오니이는우리가하나가된것

같이저희도하나가되게하려함이니이다 23곧내가

저희안에아버지께서내안에계셔저희로온전함을

이루어하나가되게하려함은아버지께서나를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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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것과또나를사랑하심같이저희도사랑하신것을

세상으로알게하려함이로소이다 24아버지여내게주

신자도나있는곳에나와함께있어아버지께서창세

전부터나를사랑하시므로내게주신나의영광을저

희로보게하시기를원하옵니다 25의로우신아버지여

세상이아버지를알지못하여도나는아버지를알았삽

고저희도아버지께서나를보내신줄알았삽나이다

26내가아버지의이름을저희에게알게하였고또알

게하리니이는나를사랑하신사랑이저희안에있고

나도저희안에있게하려함이니이다'

18예수께서이말씀을하시고제자들과함께기드론

시내저편으로나가시니거기동산이있는데제자들과

함께들어가시다 2거기는예수께서제자들과가끔모

이시는곳이므로예수를파는유다도그곳을알더라 3

유다가군대와및대제사장들과바리새인들에게서얻

은하속들을데리고등과홰와병기를가지고그리로

오는지라 4예수께서그당할일을다아시고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누구를찾느냐?' 5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그를파

는유다도저희와함께섰더라 6예수께서저희에게내

로라하실때에저희가물러가서땅에엎드러지는지라

7이에다시 `누구를찾느냐?'고물으신대저희가말하

되 `나사렛예수라' 하거늘 8예수께서대답하시되 `너

희에게내로라하였으니나를찾거든이사람들의가

는것을용납하라'하시니 9이는아버지께서내게주

신자중에서하나도잃지아니하였삽나이다하신말

씀을응하게하려함이러라 10이에시몬베드로가검

을가졌는데이것을빼어대제사장의종을쳐서오른

편귀를베어버리니그종의이름은말고라 11예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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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드로더러이르시되 `검을집에꽃으라아버지께

서주신잔을내가마시지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

이에군대와천부장과유대인의하속들이예수를잡아

결박하여 13먼저안나스에게로끌고가니안나스는그

해의대제사장인가야바의장인이라 14가야바는유대

인들에게한사람이백성을위하여죽는것이유익하

다권고하던자러라 15시몬베드로와또다른제자하

나가예수를따르니이제자는대제사장과아는사람

이라예수와함께대제사장의집뜰에들어가고 16베

드로는문밖에섰는지라대제사장과아는그다른제

자가나가서문지키는여자에게말하여베드로를데리

고들어왔더니 17문지키는여종이베드로에게말하되

`너도이사람의제자중하나가아니냐?' 하니그가말

하되 `나는아니라' 하고 18그때가추운고로종과하

속들이숯불을피우고서서쬐니베드로도함께서서

쬐더라 19대제사장이예수에게그의제자들과그의교

훈에대하여물으니 20예수께서대답하시되 `내가드

러내어놓고세상에말하였노라모든유대인들의모이

는회당과성전에서항상가르쳤고은밀히는아무것

도말하지아니하였거늘 21어찌하여내게묻느냐? 내

가무슨말을하였는지들은자들에게물어보라저희

가나의하던말을아느니라' 22이말씀을하시매곁에

섰는하속하나가손으로예수를쳐가로되네가대제

사장에게이같이대답하느냐?하니 23예수께서대답

하시되 `내가말을잘못하였으면그잘못한것을증거

하라잘하였으면네가어찌하여나를치느냐?' 하시더

라 24안나스가예수를결박한그대로대제사장가야바

에게보내니라 25시몬베드로가서서불을쬐더니사

람들이묻되 `너도그제자중하나가아니냐?'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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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인하여가로되 `나는아니라' 하니 26대제사장의

종하나는베드로에게귀를베어버리운사람의일가

라가로되 `네가그사람과함께동산에있던것을내가

보지아니하였느냐?' 27이에베드로가또부인하니곧

닭이울더라 28저희가예수를가야바에게서관정으로

끌고가니새벽이라저희는더럽힘을받지아니하고

유월절잔치를먹고자하여관정에들어가지아니하더

라 29그러므로빌라도가밖으로저희에게나가서말하

되 `너희가무슨일로이사람을고소하느냐?' 30대답

하여가로되 `이사람이행악자가아니었더면우리가

당신에게넘기지아니하였겠나이다' 31빌라도가가로

되 `너희가저를데려다가너희법대로재판하라'유대

인들이가로되 `우리에게는사람을죽이는권이없나

이다' 하니 32이는예수께서자기가어떠한죽음으로

죽을것을가리켜하신말씀을응하게하려함이러라

33이에빌라도가다시관정에들어가예수를불러가

로되 `네가유대인의왕이냐?' 34예수께서대답하시되

`이는네가스스로하는말이뇨?다른사람들이나를

대하여네게한말이뇨?' 35빌라도가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네나라사람과대제사장들이너를내게

넘겼으니네가무엇을하였느냐?' 36예수께서대답하

시되 `내나라는이세상에속한것이아니라만일내

나라가이세상에속한것이었더면내종들이싸워나

로유대인들에게넘기우지않게하였으리라이제내

나라는여기에속한것이아니니라' 37빌라도가가로

되그러면네가왕이아니냐?예수께서대답하시되네

말과같이내가왕이니라! 내가이를위하여났으며이

를위하여세상에왔나니곧진리에대하여증거하려

함이로다무릇진리에속한자는내소리를듣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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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대 38빌라도가가로되 `진리가무엇이냐?' 하더라

이말을하고다시유대인들에게나가서이르되 `나는

그에게서아무죄도찾지못하노라 39유월절이면내가

너희에게한사람을놓아주는전례가있으니그러면

너희는내가유대인의왕을너희에게놓아주기를원

하느냐?'하니 40저희가또소리질러가로되 `이사람

이아니라바라바라' 하니바라바는강도러라

19이에빌라도가예수를데려다가채찍질하더라 2

군병들이가시로면류관을엮어그의머리에씌우고

자색옷을입히고 3앞에와서가로되 `유대인의왕이

여평안할지어다' 하며손바닥으로때리더라 4빌라도

가다시밖에나가말하되 `보라이사람을데리고너희

에게나오나니이는내가그에게서아무죄도찾지못

한것을너희로알게하려함이로다' 하더라 5이에예

수께서가시면류관을쓰고자색옷을입고나오시니

빌라도가저희에게말하되 `보라, 이사람이로다!' 하매

6대제사장들과하속들이예수를보고소리질러가로

되 `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 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

!' 하는지라빌라도가가로되너희가친히데려다가십

자가에못박으라나는그에게서죄를찾지못하노라 7

유대인들이대답하되 `우리에게법이있으니그법대

로하면저가당연히죽을것은저가자기를하나님아

들이라함이니이다' 8빌라도가이말을듣고더욱두

려워하여 9다시관정에들어가서예수께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예수께서대답하여주지아니하시

는지라 10빌라도가가로되 `내게말하지아니하느냐?

내가너를놓을권세도있고십자가에못박을권세도

있는줄알지못하느냐?' 11예수께서대답하시되 `위에

서주지아니하셨더면나를해할권세가없었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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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나를네게넘겨준자의죄는더크니라' 하시

니 12이러하므로빌라도가예수를놓으려고힘썼으나

유대인들이소리질러가로되 `이사람을놓으면가이

사의충신이아니니이다무릇자기를왕이라하는자

는가이사를반역하는것이니이다' 13빌라도가이말

을듣고예수를끌고나와서박석히브리말로가바다

이란곳에서재판석에앉았더라 14이날은유월절의

예비일이요때는제육시라빌라도가유대인들에게이

르되보라 `너희왕이로다' 15저희가소리지르되 `없

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십자가에못박게하소서

!' 빌라도가가로되 `내가너희왕을십자가에못박으

랴?' 대제사장들이대답하되 `가이사외에는우리에게

왕이없나이다'하니 16이에예수를십자가에못박히

게저희에게넘겨주니라 17저희가예수를맡으매예수

께서자기의십자가를지시고해골 (히브리말로골고

다)이라하는곳에나오시니 18저희가거기서예수를

십자가에못박을새다른두사람도그와함께좌우편

에못박으니예수는가운데있더라 19빌라도가패를

써서십자가위에붙이니나사렛예수유대인의왕이

라기록되었더라 20예수의못박히신곳이성에서가

까운고로많은유대인이이패를읽는데히브리와로

마와헬라말로기록되었더라 21유대인의대제사장들

이빌라도에게이르되 `유대인의왕이라말고자칭유

대인의왕이라쓰라' 하니 22빌라도가대답하되 `나의

쓸것을썼다!' 하니라 23군병들이예수를십자가에못

박히고그의옷을취하여네깃에나눠각각한깃씩얻

고속옷도취하니이속옷은호지아니하고위에서부

터통으로짠것이라 24군병들이서로말하되이것을

찢지말고누가얻나제비뽑자하니이는성경에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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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옷을나누고내옷을제비뽑나이다한것을응하

게하려함이러라군병들은이런일을하고 25예수의

십자가곁에는그모친과이모와글로바의아내마리

아와막달라마리아가섰는지라 26예수께서그모친과

사랑하시는제자가곁에섰는것을보시고그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그제자에게이르시되 `보라, 네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그제자가자기집에모시니라 28이후에예

수께서모든일이이미이룬줄아시고성경으로응하

게하려하사가라사대 `내가목마르다' 하시니 29거기

신포도주가가득히담긴그릇이있는지라사람들이

신포도주를머금은해융을우슬초에매어예수의입

에대니 30예수께서신포도주를받으신후가라사대

`다이루었다!' 하시고머리를숙이시고영혼이돌아가

시니라 31이날은예비일이라유대인들은그안식일이

큰날이므로그안식일에시체들을십자가에두지아

니하려하여빌라도에게그들의다리를꺾어시체를

치워달라하니 32군병들이가서예수와함께못박힌

첫째사람과또다른사람의다리를꺾고 33예수께이

르러는이미죽은것을보고다리를꺾지아니하고 34

그중한군병이창으로옆구리를찌르니곧피와물이

나오더라 35이를본자가증거하였으니그증거가참

이라저가자기의말하는것이참인줄알고너희로믿

게하려함이니라 36이일이이룬것은그뼈가하나도

꺾이우지아니하리라한성경을응하게하려함이라

37또다른성경에저희가그찌른자를보리라하였느

니라 38아리마대사람요셉이예수의제자나유대인을

두려워하여은휘하더니이일후에빌라도더러예수의

시체를가져가기를구하매빌라도가허락하는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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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서예수의시체를가져가니라 39일찍예수께밤

에나아왔던니고데모도몰약과침향섞은것을백근

쯤가지고온지라 40이에예수의시체를가져다가유

대인의장례법대로그향품과함께세마포로쌌더라

41예수의십자가에못박히신곳에동산이있고동산

안에아직사람을장사한일이없는새무덤이있는지

라 42이날은유대인의예비일이요또무덤이가까운

고로예수를거기두니라

20안식후첫날이른아침아직어두울때에막달라

마리아가무덤에와서돌이무덤에서옮겨간것을보

고 2시몬베드로와예수의사랑하시던그다른제자에

게달려가서말하되사람이주를무덤에서가져다가

어디두었는지우리가알지못하겠다하니 3베드로와

그다른제자가나가서무덤으로갈쌔 4둘이같이달

음질하더니그다른제자가베드로보다더빨리달아

나서먼저무덤에이르러 5구푸려세마포놓인것을

보았으나들어가지는아니하였더니 6시몬베드로도

따라와서무덤에들어가보니세마포가놓였고 7또

머리를쌌던수건은세마포와함께놓이지않고딴곳

에개켜있더라 8그때에야무덤에먼저왔던그다른

제자도들어가보고믿더라 9 (저희는성경에그가죽

은자가운데서다시살아나야하리라하신말씀을아

직알지못하더라) 10이에두제자가자기집으로돌아

가니라 11마리아는무덤밖에서서울고있더니울면

서구푸려무덤속을들여다보니 12흰옷입은두천사

가예수의시체뉘었던곳에하나는머리편에하나는

발편에앉았더라 13천사들이가로되 `여자여, 어찌하

여우느냐?' 가로되 `사람이내주를가져다가어디두

었는지내가알지못함이니이다' 14이말을하고뒤로



요한복음 1976

돌이켜예수의서신것을보나예수신줄알지못하더

라 15예수께서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울며누구

를찾느냐?' 하시니마리아는그가동산지기인줄로알

고가로되 `주여, 당신이옮겨갔거든어디두었는지내

게이르소서그리하면내가가져가리이다' 16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마리아가돌이켜히브리말로 `랍

오니여' 하니 (이는선생님이라) 17예수께서이르시되

`나를만지지말라내가아직아버지께로올라가지못

하였노라너는내형제들에게가서이르되내가내아

버지곧너희아버지내하나님곧너희하나님께로올

라간다하라' 하신대 18막달라마리아가가서제자들

에게내가주를보았다하고또주께서자기에게이렇

게말씀하셨다이르니라 19이날곧안식후첫날저녁

때에제자들이유대인들을두려워하여모인곳에문들

을닫았더니예수께서오사가운데서서가라사대 `너

희에게평강이있을지어다!' 20이말씀을하시고손과

옆구리를보이시니제자들이주를보고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또가라사대 `너희에게평강이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나를보내신것같이나도너희를보내노라

' 22이말씀을하시고저희를향하사숨을내쉬며가라

사대 `성령을받으라! 23너희가뉘죄든지사하면사하

여질것이요뉘죄든지그대로두면그대로있으리라'

하시니라 24열두제자중에하나인디두모라하는도

마는예수오셨을때에함께있지아니한지라 25다른

제자들이그에게이르되 `우리가주를보았노라'하니

도마가가로되 `내가그손의못자국을보며내손가락

을그못자국에넣으며내손을그옆구리에넣어보지

않고는믿지아니하겠노라'하니라 26여드레를지나서

제자들이다시집안에있을때에도마도함께있고문



요한복음 1977

들이닫혔는데예수께서오사가운데서서가라사대

`너희에게평강이있을지어다!' 하시고 27도마에게이

르시되 `네손가락을이리내밀어내손을보고네손을

내밀어내옆구리에넣어보라그리하고믿음없는자

가되지말고믿는자가되라' 28도마가대답하여가로

되 `나의주시며! 나의하나님이시니이다!' 29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나를본고로믿느냐보지못하고믿는

자들은복되도다'하시니라 30예수께서제자들앞에서

이책에기록되지아니한다른표적도많이행하셨으나

31오직이것을기록함은너희로예수께서하나님의아

들그리스도이심을믿게하려함이요또너희로믿고

그이름을힘입어생명을얻게하려함이니라

21그후에예수께서디베랴바다에서또제자들에게

자기를나타내셨으니나타내신일이이러하니라 2시

몬베드로와디두모라하는도마와갈릴리가나사람

나다나엘과세베대의아들들과또다른제자둘이함

께있더니 3시몬베드로가 `나는물고기잡으러가노

라'하매저희가 `우리도함께가겠다'하고나가서배

에올랐으나이밤에아무것도잡지못하였더니 4날

이새어갈때에예수께서바닷가에서셨으나제자들이

예수신줄알지못하는지라 5예수께서이르시되얘들

아너희에게고기가있느냐?대답하되없나이다 6가라

사대 `그물을배오른편에던지라그리하면얻으리라'

하신대이에던졌더니고기가많아그물을들수없더

라 7예수의사랑하시는그제자가베드로에게이르되

`주시라!' 하니시몬베드로가벗고있다가주(主)라하

는말을듣고겉옷을두른후에바다로뛰어내리더라

8다른제자들은육지에서상거가불과한오십간쯤되

므로작은배를타고고기든그물을끌고와서 9육지



요한복음 1978

에올라보니숯불이있는데그위에생선이놓였고떡

도있더라 10예수께서가라사대 `지금잡은생선을좀

가져오라' 하신대 11시몬베드로가올라가서그물을

육지에끌어올리니가득히찬큰고기가일백쉰세마

리라이같이많으나그물이찢어지지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가라사대 `와서조반을먹으라'하시니제자

들이주(主)신줄아는고로당신이누구냐? 감히묻는

자가없더라 13예수께서가셔서떡을가져다가저희에

게주시고생선도그와같이하시니라 14이것은예수

께서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신후에세번째로제자

들에게나타나신것이라 15저희가조반먹은후에예

수께서시몬베드로에게이르시되 `요한의아들시몬

아, 네가이사람들보다나를더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내가주를사랑하는줄주께

서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어린양을먹이라' 하시

고 16또두번째가라사대 `요한의아들시몬아, 네가

나를사랑하느냐?' 하시니가로되 `주여,그러하외다

내가주를사랑하는줄주께서아시나이다'가라사대

`내양을치라' 하시고 17세번째가라사대 `요한의아

들시몬아, 네가나를사랑하느냐?' 하시니주께서세

번째네가나를사랑하느냐?하시므로베드로가근심

하여가로되 `주여, 모든것을아시오매내가주를사랑

하는줄을주께서아시나이다'예수께서가라사대 `내

양을먹이라' 18 `내가진실로진실로네게이르노니젊

어서는네가스스로띠띠고원하는곳으로다녔거니

와늙어서는내팔을벌리리니남이네게띠띠우고원

치아니하는곳으로데려가리라' 19이말씀을하심은

베드로가어떠한죽음으로하나님께영광을돌릴것을

가리키심이러라이말씀을하시고베드로에게이르시



요한복음 1979

되나를따르라하시니 20베드로가돌이켜예수의사

랑하시는그제자가따르는것을보니그는만찬석에

서예수의품에의지하여 `주여, 주를파는자가누구오

니이까?' 묻던자러라 21이에베드로가그를보고예수

께여짜오되 `주여, 이사람은어떻게되겠삽나이까?'

22예수께서가라사대 `내가올때까지그를머물게하

고자할지라도네게무슨상관이냐?너는나를따르라!'

하시더라 23이말씀이형제들에게나가서그제자는

죽지아니하겠다하였으나예수의말씀은그가죽지

않겠다하신것이아니라내가올때까지그를머물게

하고자할지라도네게무슨상관이냐?하신것이러라

24이일을증거하고이일을기록한제자가이사람이

라우리는그의증거가참인줄아노라 25예수의행하

신일이이외에도많으니만일낱낱이기록된다면이

세상이라도이기록된책을두기에부족할줄아노라



사도행전 1980

사도행전
1데오빌로여내가먼저쓴글에는무릇예수의행하

시며가르치시기를시작하심부터 2그의택하신사도

들에게성령으로명하시고승천하신날까지의일을기

록하였노라 3해받으신후에또한저희에게확실한많

은증거로친히사심을나타내사사십일동안저희에

게보이시며하나님나라의일을말씀하시니라 4사도

와같이모이사저희에게분부하여가라사대예루살렘

을떠나지말고내게들은바아버지의약속하신것을

기다리라 5요한은물로세례를베풀었으나너희는몇

날이못되어성령으로세례를받으리라하셨느니라 6

저희가모였을때에예수께묻자와가로되 `주께서이

스라엘나라를회복하심이이때니이까?' 하니 7가라

사대 `때와기한은아버지께서자기의권한에두셨으

니너희의알바아니요 8오직성령이너희에게임하

시면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온유대와사마

리아땅끝까지이르러내증인이되리라' 하시니라 9

이말씀을마치시고저희보는데서올리워가시니구

름이저를가리워보이지않게하더라 10올라가실때

에제자들이자세히하늘을쳐다보고있는데흰옷입

은두사람이저희곁에서서 11가로되 `갈릴리사람들

아어찌하여서서하늘을쳐다보느냐?너희가운데서

하늘로올리우신이예수는하늘로가심을본그대로

오시리라'하였느니라 12제자들이감람원이라하는산

으로부터예루살렘에돌아오니이산은예루살렘에서

가까와안식일에가기알맞은길이라 13들어가저희

유하는다락에올라가니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와빌립, 도마와바돌로매, 마태와및알패오의아들야

고보, 셀롯인시몬, 야고보의아들유다가다거기있어



사도행전 1981

14여자들과예수의모친마리아와예수의아우들로더

불어마음을같이하여전혀기도에힘쓰니라 15모인

무리의수가한일백이십명이나되더라그때에베드

로가그형제가운데일어서서가로되 16 `형제들아성

령이다윗의입을의탁하사예수잡는자들을지로한

유다를가리켜미리말씀하신성경이응하였으니마땅

하도다 17이사람이본래우리수가운데참예하여이

직무의한부분을맡았던자라 18 (이 사람이불의의삯

으로밭을사고후에몸이곤두박질하여배가터져창

자가다흘러나온지라 19이일이예루살렘에사는모

든사람에게알게되어본방언에그밭을이르되아겔

다마라하니이는피밭이라는뜻이라) 20시편에기록

하였으되그의거처로황폐하게하시며거기거하는

자가없게하소서하였고또일렀으되그직분을타인

이취하게하소서하였도다 21이러하므로요한의세례

로부터우리가운데서올리워가신날까지주예수께

서우리가운데출입하실때에 22항상우리와함께다

니던사람중에하나를세워우리로더불어예수의부

활하심을증거할사람이되게하여야하리라'하거늘

23저희가두사람을천하니하나는바사바라고도하고

별명은유스도라고하는요셉이요하나는맛디아라 24

저희가기도하여가로되 `뭇사람의마음을아시는주

여! 이두사람중에누가주의택하신바되어 25봉사

와및사도의직무를대신할자를보이시옵소서유다

는이를버리옵고제곳으로갔나이다'하고 26제비뽑

아맛디아를얻으니저가열한사도의수에가입하니

라

2오순절날이이미이르매저희가다같이한곳에모

였더니 2홀연히하늘로부터급하고강한바람같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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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있어저희앉은온집에가득하며 3불의혀같이

갈라지는것이저희에게보여각사람위에임하여있

더니 4저희가다성령의충만함을받고성령이말하게

하심을따라다른방언으로말하기를시작하니라 5그

때에경건한유대인이천하각국으로부터와서예루살

렘에우거하더니 6이소리가나매큰무리가모여각

각자기의방언으로제자들의말하는것을듣고소동

하여 7다놀라기이히여겨이르되 `보라, 이말하는사

람이다갈릴리사람이아니냐? 8우리가우리각사람

의난곳방언으로듣게되는것이어찜이뇨? 9우리는

바대인과메대인과엘람인과또메소보다미아유대와

가바도기아,본도와아시아, 10브루기아와밤빌리아,

애굽과및구레네에가까운리비야여러지방에사는

사람들과로마로부터온나그네곧유대인과유대교에

들어온사람들과 11그레데인과아라비아인들이라우

리가다우리의각방언으로하나님의큰일을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다놀라며의혹하여서로가로되 `이

어찐일이냐?' 하며 13또어떤이들은조롱하여가로되

`저희가새술이취하였다'하더라 14베드로가열한

사도와같이서서소리를높여가로되 `유대인들과예

루살렘에사는모든사람들아이일을너희로알게할

것이니내말에귀를기울이라 15때가제삼시니너희

생각과같이이사람들이취한것이아니라 16이는곧

선지자요엘로말씀하신것이니일렀으되 17하나님이

가라사대말세에내가내영으로모든육체에게부어

주리니너희의자녀들은예언할것이요너희의젊은이

들은환상을보고너희의늙은이들은꿈을꾸리라 18

그때에내가내영으로내남종과여종들에게부어주

리니저희가예언할것이요 19또내가위로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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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기사와아래로땅에서는징조를베풀리니곧피와

불과연기로다 20주의크고영화로운날이이르기전

에해가변하여어두워지고달이변하여피가되리라

21누구든지주의이름을부르는자는구원을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2이스라엘사람들아! 이말을들으라너

희도아는바에하나님께서나사렛예수로큰권능과

기사와표적을너희가운데서베푸사너희앞에서그

를증거하셨느니라 23그가하나님의정하신뜻과미리

아신대로내어준바되었거늘너희가법없는자들의

손을빌어못박아죽였으나 24하나님께서사망의고

통을풀어살리셨으니이는그가사망에게매여있을

수없었음이라 25다윗이저를가리켜가로되내가항

상내앞에계신주를뵈웠음이여나로요동치않게하

기위하여그가내우편에계시도다 26이러므로내마

음이기뻐하였고내입술도즐거워하였으며육체는희

망에거하리니 27이는내영혼을음부에버리지아니

하시며주의거룩한자로썩음을당치않게하실것임

이로다 (Hadēs g86) 28주께서생명의길로내게보이셨으

니주의앞에서나로기쁨이충만하게하시리로다하

였으니 29형제들아! 내가조상다윗에대하여담대히

말할수있노니다윗이죽어장사되어그묘가오늘까

지우리중에있도다 30그는선지자라하나님이이미

맹세하사그자손중에서한사람을그위에앉게하리

라하심을알고 31미리보는고로그리스도의부활하심

을말하되저가음부에버림이되지않고육신이썩음

을당하지아니하시리라하더니 (Hadēs g86) 32이예수를

하나님이살리신지라우리가다이일에증인이로다

33하나님이오른손으로예수를높이시매그가약속하

신성령을아버지께받아서너희보고듣는이것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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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셨느니라 34다윗은하늘에올라가지못하였으나

친히말하여가로되주께서내주에게말씀하시기를

35내가네원수로네발등상되게하기까지는너는내

우편에앉았으라하셨도다하였으니 36그런즉이스라

엘온집이정녕알지니너희가십자가에못박은이예

수를하나님이주와그리스도가되게하셨느니라'하

니라 37저희가이말을듣고마음에찔려베드로와다

른사도들에게물어가로되 `형제들아우리가어찌할

꼬?' 하거늘 38베드로가가로되 `너희가회개하여각

각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세례를받고죄사함을

얻으라그리하면성령을선물로받으리니 39이약속은

너희와너희자녀와모든먼데사람곧주우리하나님

이얼마든지부르시는자들에게하신것이라'하고 40

또여러말로확증하며권하여가로되 `너희가이패역

한세대에서구원을받으라!' 하니 41그말을받는사람

들은세례를받으매이날에제자의수가삼천이나더

하더라 42저희가사도의가르침을받아서로교제하며

떡을떼며기도하기를전혀힘쓰니라 43사람마다두려

워하는데사도들로인하여기사와표적이많이나타나

니 44믿는사람이다함께있어모든물건을서로통용

하고 45또재산과소유를팔아각사람의필요를따라

나눠주고 46날마다마음을같이하여성전에모이기

를힘쓰고집에서떡을떼며기쁨과순전한마음으로

음식을먹고 47하나님을찬미하며또온백성에게칭

송을받으니주께서구원받는사람을날마다더하게

하시니라

3제구시기도시간에베드로와요한이성전에올라

갈새 2나면서앉은뱅이된자를사람들이메고오니

이는성전에들어가는사람들에게구걸하기위하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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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미문이라는성전문에두는지라 3그가베드로와

요한이성전에들어가려함을보고구걸하거늘 4베드

로가요한으로더불어주목하여가로되 `우리를보라'

하니 5그가저희에게무엇을얻을까하여바라보거늘

6베드로가가로되 `은과금은내게없거니와내게있

는것으로네게주노니곧나사렛예수그리스도의이

름으로걸으라!' 하고 7오른손을잡아일으키니발과

발목이곧힘을얻고 8뛰어서서걸으며그들과함께

성전으로들어가면서걷기도하고뛰기도하며하나님

을찬미하니 9모든백성이그걷는것과및하나님을

찬미함을보고 10그본래성전미문에앉아구걸하던

사람인줄알고그의당한일을인하여심히기이히여

기며놀라니라 11나은사람이베드로와요한을붙잡으

니모든백성이크게놀라며달려나아가솔로몬의행

각이라칭하는행각에모이거늘 12베드로가이것을보

고백성에게말하되 `이스라엘사람들아! 이일을왜기

이히여기느냐우리개인의권능과경건으로이사람

을걷게한것처럼왜우리를주목하느냐 13아브라함

과이삭과야곱의하나님곧우리조상의하나님이그

종예수를영화롭게하셨느니라너희가저를넘겨주

고빌라도가놓아주기로결안한것을너희가그앞에

서부인하였으니 14너희가거룩하고의로운자를부인

하고도리어살인한사람을놓아주기를구하여 15생명

의주를죽였도다그러나하나님이죽은자가운데서

살리셨으니우리가이일에증인이로라 16그이름을

믿으므로그이름이너희보고아는이사람을성하게

하였나니예수로말미암아난믿음이너희모든사람

앞에서이같이완전히낫게하였느니라 17형제들아너

희가알지못하여서그리하였으며너희관원들도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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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아노라 18그러나하나님이모든선지자의입을

의탁하사자기의그리스도의해받으실일을미리알

게하신것을이와같이이루셨느니라 19그러므로너

희가회개하고돌이켜너희죄없이함을받으라이같

이하면유쾌하게되는날이주앞으로부터이를것이

요 20또주께서너희를위하여예정하신그리스도곧

예수를보내시리니 21하나님이영원전부터거룩한선

지자의입을의탁하여말씀하신바만유를회복하실

때까지는하늘이마땅히그를받아두리라 (aiōn g165) 22

모세가말하되주하나님이너희를위하여너희형제

가운데서나같은선지자하나를세울것이니너희가

무엇이든지그모든말씀을들을것이라 23누구든지

그선지자의말을듣지아니하는자는백성중에서멸

망받으리라하였고 24또한사무엘때부터옴으로말

한모든선지자도이때를가리켜말하였느니라 25너

희는선지자들의자손이요또하나님이너희조상으로

더불어세우신언약의자손이라아브라함에게이르시

기를땅위의모든족속이너의씨를인하여복을받으

리라하셨으니 26하나님이그종을세워복주시려고

너희에게먼저보내사너희로하여금돌이켜각각그

악함을버리게하셨느니라'

4사도들이백성에게말할때에제사장들과성전맡은

자와사두개인들이이르러 2백성을가르침과예수를

들어죽은자가운데서부활하는도(道) 전함을싫어하

여 3저희를잡으매날이이미저문고로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말씀을들은사람중에믿는자가많으니

남자의수가약오천이나되었더라 5이튿날에관원과

장로와서기관들이예루살렘에모였는데 6대제사장

안나스와가야바와요한과알렉산더와및대제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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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다참여하여 7사도들을가운데세우고묻되

`너희가무슨권세와뉘이름으로이일을행하였느냐

?' 8이에베드로가성령이충만하여가로되 `백성의관

원과장로들아 9만일병인에게행한착한일에대하여

이사람이어떻게구원을얻었느냐고오늘우리에게

질문하면 10너희와모든이스라엘백성들은알라너희

가십자가에못박고하나님이죽은자가운데서살리

신나사렛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이사람이건강

하게되어너희앞에섰느니라 11이예수는너희건축

자들의버린돌로서집모퉁이의머릿돌이되었느니라

12다른이로서는구원을얻을수없나니천하인간에

구원을얻을만한다른이름을우리에게주신일이없

음이니라'하였더라 13저희가베드로와요한이기탄없

이말함을보고그본래학문없는범인으로알았다가

이상히여기며또그전에예수와함께있던줄도알고

14또병나은사람이그들과함께섰는것을보고힐난

할말이없는지라 15명하여공회에서나가라하고서

로의논하여가로되 16 `이사람들을어떻게할꼬?저희

로인하여유명한표적나타난것이예루살렘에사는

모든사람에게알려졌으니우리도부인할수없는지라

17이것이민간에더퍼지지못하게저희를위협하여

이후에는이이름으로아무사람에게도말하지말게

하자' 하고 18그들을불러경계하여 `도무지예수의이

름으로말하지도말고가르치지도말라' 하니 19베드

로와요한이대답하여가로되 `하나님앞에서너희말

듣는것이하나님말씀듣는것보다옳은가판단하라

20우리는보고들은것을말하지아니할수없다' 하니

21관원들이백성을인하여저희를어떻게벌할도리를

찾지못하고다시위협하여놓아주었으니이는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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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그된일을보고하나님께영광을돌림이러라

22이표적으로병나은사람은사십여세나되었더라

23사도들이놓이매그동류에게가서제사장들과장로

들의말을다고하니 24저희가듣고일심으로하나님

께소리를높여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바다와그가

운데만유를지은이시요 25또주의종우리조상다윗

의입을의탁하사성령으로말씀하시기를어찌하여열

방이분노하며족속들이허사를경영하였는고 26세상

의군왕들이나서며관원들이함께모여주와그그리

스도를대적하도다하신이로소이다 27과연헤롯과본

디오빌라도는이방인과이스라엘백성과합동하여하

나님의기름부으신거룩한종예수를거스려 28하나님

의권능과뜻대로이루려고예정하신그것을행하려고

이성에모였나이다 29주여! 이제도저희의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또종들로하여금담대히하나님의말씀

을전하게하여주옵시며 30손을내밀어병을낫게하

옵시고표적과기사가거룩한종예수의이름으로이

루어지게하옵소서' 하더라 31빌기를다하매모인곳

이진동하더니무리가다성령이충만하여담대히하

나님의말씀을전하니라 32믿는무리가한마음과한

뜻이되어모든물건을서로통용하고제재물을조금

이라도제것이라하는이가하나도없더라 33사도들

이큰권능으로주예수의부활을증거하니무리가큰

은혜를얻어 34그중에핍절한사람이없으니이는밭

과집있는자는팔아그판것의값을가져다가 35사도

들의발앞에두매저희가각사람의필요를따라나눠

줌이러라 36구브로에서난레위족인이있으니이름은

요셉이라사도들이일컬어바나바 (번역하면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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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니 37그가밭이있으매팔아값을가지고사도들

의발앞에두니라

5아나니아라하는사람이그아내삽비라로더불어

소유를팔아 2그값에서얼마를감추매그아내도알

더라얼마를가져다가사도들의발앞에두니 3베드로

가가로되 `아나니아야,어찌하여사단이네마음에가

득하여네가성령을속이고땅값얼마를감추었느냐?

4땅이그대로있을때에는네땅이아니며판후에도

네임의로할수가없더냐어찌하여이일을네마음에

두었느냐?사람에게거짓말한것이아니요하나님께로

다' 5아나니아가이말을듣고엎드러져혼이떠나니

이일을듣는사람이다크게두려워하더라 6젊은사

람들이일어나시신을싸서메고나가장사하니라 7세

시간쯤지나그아내가그생긴일을알지못하고들어

오니 8베드로가가로되 `그땅판값이이것뿐이냐? 내

게말하라'하니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어찌함께꾀하여주의영을시험하려

하느냐?보라, 네남편을장사하고오는사람들의발이

문앞에이르렀으니또너를메어내가리라'한대 10곧

베드로의발앞에엎드러져혼이떠나는지라젊은사

람들이들어와죽은것을보고메어다가그남편곁에

장사하니 11온교회와이일을듣는사람들이다크게

두려워하니라 12사도들의손으로민간에표적과기사

가많이되매믿는사람이다마음을같이하여솔로몬

행각에모이고 13그나머지는감히그들과상종하는

사람이없으나백성이칭송하더라 14믿고주께로나오

는자가더많으니남녀의큰무리더라 15심지어병든

사람을메고거리에나가침대와요위에뉘우고베드

로가지날때에혹그그림자라도뉘게덮일까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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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예루살렘근읍허다한사람들도모여병든사람과

더러운귀신에게괴로움받는사람을데리고와서다

나음을얻으니라 17대제사장과그와함께있는사람

즉사두개인의당파가다마음에시기가가득하여일

어나서 18사도들을잡아다가옥에가두었더니 19주의

사자가밤에옥문을열고끌어내어가로되 20 `가서성

전에서서이생명의말씀을다백성에게말하라' 하매

21저희가듣고새벽에성전에들어가서가르치더니대

제사장과그와함께있는사람들이와서공회와이스

라엘족속의원로들을다모으고사람을옥에보내어

사도들을잡아오라하니 22관속들이가서옥에서사도

들을보지못하고돌아와말하여 23가로되 `우리가보

니옥은든든하게잠기고지킨사람들이문에섰으되

문을열고본즉그안에는한사람도없더이다' 하니 24

성전맡은자와제사장들이이말을듣고의혹하여이

일이어찌될까하더니 25사람이와서고하되 `보소서,

옥에가두었던사람들이성전에서서백성을가르치더

이다' 하니 26성전맡은자가관속들과같이서서저희

를잡아왔으나강제로못함은백성들이돌로칠까두

려워함이러라 27저희를끌어다가공회앞에세우니

대제사장이물어 28가로되 `우리가이이름으로사람

을가르치지말라고엄금하였으되너희가너희교(敎

)를예루살렘에가득하게하니이사람의피를우리에

게로돌리고자함이로다' 29베드로와사도들이대답하

여가로되 `사람보다하나님을순종하는것이마땅하

니라 30너희가나무에달아죽인예수를우리조상의

하나님이살리시고 31이스라엘로회개케하사죄사함

을얻게하시려고그를오른손으로높이사임금과구

주를삼으셨느니라 32우리는이일에증인이요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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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기를순종하는사람들에게주신성령도그러하니

라'하더라 33저희가듣고크게노하여사도들을없이

하고자할새 34바리새인가말리엘은교법사로모든백

성에게존경을받는자라공회중에일어나명하사사

도들을잠간밖에나가게하고 35말하되 `이스라엘사

람들아,너희가이사람들에게대하여어떻게하려는

것을조심하라 36이전에드다가일어나스스로자랑하

매사람이약사백이나따르더니그가죽임을당하매

좇던사람이다흩어져없어졌고 37그후호적할때에

갈릴리유다가일어나백성을꾀어좇게하다가그도

망한즉좇던사람이다흩어졌느니라 38이제내가너

희에게말하노니이사람들을상관말고버려두라이

사상과소행이사람에게로서났으면무너질것이요 39

만일하나님께로서났으면너희가저희를무너뜨릴수

없겠고도리어하나님을대적하는자가될까하노라'

하니 40저희가옳게여겨사도들을불러들여채찍질하

며예수의이름으로말하는것을금하고놓으니 41사

도들은그이름을위하여능욕받는일에합당한자로

여기심을기뻐하면서공회앞을떠나니라 42저희가날

마다성전에있든지집에있든지예수는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전도하기를쉬지아니하니라

6그때에제자가더많아졌는데헬라파유대인들이자

기의과부들이그매일구제에빠지므로히브리파사

람을원망한대 2열두사도가모든제자를불러이르

되 `우리가하나님의말씀을제쳐놓고공궤를일삼는

것이마땅치아니하니 3형제들아너희가운데서성령

과지혜가충만하여칭찬듣는사람일곱을택하라우

리가이일을저희에게맡기고 4우리는기도하는것과

말씀전하는것을전무하리라' 하니 5온무리가이말



사도행전 1992

을기뻐하여믿음과성령이충만한사람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

대교에입교한안디옥사람니골라를택하여 6사도들

앞에세우니사도들이기도하고그들에게안수하니라

7하나님의말씀이점점왕성하여예루살렘에있는제

자의수가더심히많아지고허다한제사장의무리도

이도에복종하니라 8스데반이은혜와권능이충만하

여큰기사와표적을민간에행하니 9리버디노,구레

네인,알렉산드리아인,길리기아와아시아에서온사

람들의회당이라는각회당에서어떤자들이일어나

스데반으로더불어변론할새 10스데반이지혜와성령

으로말함을저희가능히당치못하여 11사람들을가

르쳐말시키되이사람이모세와및하나님을모독하

는말하는것을우리가들었노라하게하고 12백성과

장로와서기관들을충동시켜와서잡아가지고공회에

이르러 13거짓증인들을세우니가로되 `이사람이이

거룩한곳과율법을거스려말하기를마지아니하는도

다 14그의말에이나사렛예수가이곳을헐고또모세

가우리에게전하여준규례를고치겠다함을우리가

들었노라'하거늘 15공회중에앉은사람들이다스데

반을주목하여보니그얼굴이천사의얼굴과같더라

7대제사장이가로되 `이것이사실이냐?' 2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부형들이여, 들으소서우리조상아브

라함이하란에있기전메소보다미아에있을때에영

광의하나님이그에게보여 3가라사대네고향과친척

을떠나내가네게보일땅으로가라하시니 4아브라

함이갈대아사람의땅을떠나하란에거하다가그아

비가죽으매하나님이그를거기서너희시방거하는

이땅으로옮기셨느니라 5그러나여기서발붙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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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업을주지아니하시고다만이땅을아직자식도

없는저와저의씨에게소유로주신다고약속하셨으며

6하나님이또이같이말씀하시되그씨가다른땅에나

그네되리니그땅사람이종을삼아사백년동안을괴

롭게하리라하시고 7또가라사대종삼는나라를내

가심판하리니그후에저희가나와서이곳에서나를

섬기리라하시고 8할례의언약을아브라함에게주셨

더니그가이삭을낳아여드레만에할례를행하고이

삭이야곱을, 야곱이우리열두조상을낳으니 9여러

조상이요셉을시기하여애굽에팔았더니하나님이저

와함께계셔 10그모든환난에서건져내사애굽왕바

로앞에서은총과지혜를주시매바로가저를애굽과

자기온집의치리자로세웠느니라 11그때에애굽과

가나안온땅에흉년들어큰환난이있을새우리조상

들이양식이없는지라 12야곱이애굽에곡식있다는

말을듣고먼저우리조상들을보내고 13또재차보내

매요셉이자기형제들에게알게되고또요셉의친족

이바로에게드러나게되니라 14요셉이보내어그부

친야곱과온친족일흔다섯사람을청하였더니 15야

곱이애굽으로내려가자기와우리조상들이거기서

죽고 16세겜으로옮기워아브라함이세겜하몰의자손

에게서은으로값주고산무덤에장사되니라 17하나님

이아브라함에게약속하신때가가까우매이스라엘백

성이애굽에서번성하여많아졌더니 18요셉을알지못

하는새임금이애굽왕위에오르매 19그가우리족속

에게궤계를써서조상들을괴롭게하여그어린아이

들을내어버려살지못하게하려할새 20그때에모세

가났는데하나님보시기에아름다운지라그부친의

집에서석달을길리우더니 21버리운후에바로의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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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져다가자기아들로기르매 22모세가애굽사람

의학술을다배워그말과행사가능하더라 23나이사

십이되매그형제이스라엘자손을돌아볼생각이나

더니 24한사람의원통한일당함을보고보호하여압

제받는자를위하여원수를갚아애굽사람을쳐죽이

니라 25저는그형제들이하나님께서자기의손을빌

어구원하여주시는것을깨달으리라고생각하였으나

저희가깨닫지못하였더라 26이튿날이스라엘사람이

싸울때에모세가와서화목시키려하여가로되너희

는형제라어찌서로해하느냐하니 27그동무를해하

는사람이모세를밀뜨려가로되누가너를관원과재

판장으로우리위에세웠느냐 28네가어제애굽사람

을죽임과같이또나를죽이려느냐? 하니 29모세가이

말을인하여도주하여미디안땅에서나그네되어거

기서아들둘을낳으니라 30사십년이차매천사가시

내산광야가시나무떨기불꽃가운데서그에게보이

거늘 31모세가이광경을보고기이히여겨알아보려

고가까이가니주의소리있어 32나는네조상의하나

님즉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의하나님이로라하신대

모세가무서워감히알아보지못하더라 33주께서가

라사대네발에신을벗으라! 너섰는곳은거룩한땅이

니라 34내백성이애굽에서괴로움받음을내가정녕

히보고그탄식하는소리를듣고저희를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시방내가너를애굽으로보내리라하시

니라 35저희말이누가너를관원과재판장으로세웠

느냐하며거절하던그모세를하나님은가시나무떨

기가운데서보이던천사의손을의탁하여관원과속

량하는자로보내셨으니 36이사람이백성을인도하여

나오게하고애굽과홍해와광야에서사십년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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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표적을행하였느니라 37이스라엘자손을대하여하

나님이너희형제가운데서나와같은선지자를세우

리라하던자가곧이모세라 38시내산에서말하던그

천사와및우리조상들과함께광야교회에있었고또

생명의도를받아우리에게주던자가이사람이라 39

우리조상들이모세에게복종치아니하고자하여거절

하며그마음이도리어애굽으로행하여 40아론더러

이르되우리를인도할신들을우리를위하여만들라

애굽땅에서우리를인도하던이모세는어떻게되었

는지알지못하노라하고 41그때에저희가송아지를

만들어그우상앞에제사하며자기손으로만든것을

기뻐하더니 42하나님이돌이키사저희를그하늘의군

대섬기는일에버려두셨으니이는선지자의책에기

록된바이스라엘의집이여사십년을광야에서너희가

희생과제물을내게드린일이있었느냐 43몰록의장

막과신(神) 레판의별을받들었음이여이것은너희가

절하고자하여만든형상이로다내가너희를바벨론

밖에옮기리라함과같으니라 44광야에서우리조상들

에게증거의장막이있었으니이것은모세에게말씀하

신이가명하사저가본그식대로만들게하신것이라

45우리조상들이그것을받아하나님이저희앞에서

쫓아내신이방인의땅을점령할때에여호수아와함께

가지고들어가사다윗때까지이르니라 46다윗이하나

님앞에서은혜를받아야곱의집을위하여하나님의

처소를준비케하여달라하더니 47솔로몬이그를위

하여집을지었느니라 48그러나지극히높으신이는

손으로지은곳에계시지아니하시나니선지자의말한

바 49주께서가라사대하늘은나의보좌요땅은나의

발등상이니너희가나를위하여무슨집을짓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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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안식할처소가어디뇨 50이모든것이다내손으

로지은것이아니냐함과같으니라 51목이곧고마음

과귀에할례를받지못한사람들아! 너희가항상성령

을거스려너희조상과같이너희도하는도다 52너희

조상들은선지자중에누구를핍박지아니하였느냐?

의인이오시리라예고한자들을저희가죽였고이제

너희는그의인을잡아준자요살인한자가되나니 53

너희가천사의전한율법을받고도지키지아니하였도

다'하니라 54저희가이말을듣고마음에찔려저를향

하여이를갈거늘 55스데반이성령이충만하여하늘을

우러러주목하여하나님의영광과및예수께서하나님

우편에서신것을보고 56말하되 `보라, 하늘이열리고

인자가하나님우편에서신것을보노라'한대 57저희

가큰소리를지르며귀를막고일심으로그에게달려

들어 58성밖에내치고돌로칠새증인들이옷을벗어

사울이라하는청년의발앞에두니라 59저희가돌로

스데반을치니스데반이부르짖어가로되 `주예수여,

내영혼을받으시옵소서'하고 60무릎을꿇고크게불

러가로되 `주여, 이죄를저들에게돌리지마옵소서'

이말을하고자니라

8사울이그의죽임당함을마땅히여기더라그날에

예루살렘에있는교회에큰핍박이나서사도외에는

다유대와사마리아모든땅으로흩어지니라 2경건한

사람들이스데반을장사하고위하여크게울더라 3사

울이교회를잔멸할새각집에들어가남녀를끌어다

가옥에넘기니라 4그흩어진사람들이두루다니며

복음의말씀을전할새 5빌립이사마리아성에내려가

그리스도를백성에게전파하니 6무리가빌립의말도

듣고행하는표적도보고일심으로그의말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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좇더라 7많은사람에게붙었던더러운귀신들이크게

소리를지르며나가고또많은중풍병자와앉은뱅이가

나으니 8그성에큰기쁨이있더라 9그성에시몬이라

하는사람이전부터있어마술을행하여사마리아백

성을놀라게하며자칭큰자라하니 10낮은사람부터

높은사람까지다청종하여가로되 `이사람은크다일

컫는하나님의능력이라' 하더라 11오래동안그마술

에놀랐으므로저희가청종하더니 12빌립이하나님나

라와및예수그리스도의이름에관하여전도함을저

희가믿고남녀가다세례를받으니 13시몬도믿고세

례를받은후에전심으로빌립을따라다니며그나타

나는표적과큰능력을보고놀라니라 14예루살렘에

있는사도들이사마리아도하나님의말씀을받았다함

을듣고베드로와요한을보내매 15그들이내려가서

저희를위하여성령받기를기도하니 16이는아직한

사람에게도성령내리신일이없고오직주예수의이

름으로세례만받을뿐이러라 17이에두사도가저희

에게안수하매성령을받는지라 18시몬이사도들의안

수함으로성령받는것을보고돈을드려 19가로되 `이

권능을내게도주어누구든지내가안수하는사람은

성령을받게하여주소서' 하니 20베드로가가로되 `네

가하나님의선물을돈주고살줄로생각하였으니네

은과네가함께망할지어다 21하나님앞에서네마음

이바르지못하니이도에는네가관계도없고분깃될

것도없느니라 22그러므로너의이악함을회개하고

주께기도하라혹마음에품은것을사하여주시리라

23내가보니너는악독이가득하며불의에매인바되

었도다' 24시몬이대답하여가로되 `나를위하여주께

기도하여말한것이하나도내게임하지말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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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 25두사도가주의말씀을증거하여말한후예

루살렘으로돌아갈새사마리아인의여러촌에서복음

을전하니라 26주의사자가빌립더러일러가로되 `일

어나서남으로향하여예루살렘에서가사로내려가는

길까지가라'하니그길은광야라 27일어나가서보니

에디오피아사람곧에디오피아여왕간다게의모든

국고를맡은큰권세가있는내시가예배하러예루살

렘에왔다가 28돌아가는데병거를타고선지자이사야

의글을읽더라 29성령이빌립더러이르시되 `이병거

로가까이나아가라' 하시거늘 30빌립이달려가서 `선

지자이사야의글읽는것을듣고말하되읽는것을깨

닫느뇨?' 31대답하되 `지도하는사람이없으니어찌

깨달을수있느뇨?' 하고빌립을청하여 `병거에올라

같이앉으라'하니라 32읽는성경귀절은이것이니일

렀으되저가사지로가는양과같이끌리었고털깎는

자앞에있는어린양의잠잠함과같이그입을열지아

니하였도다 33낮을때에공변된판단을받지못하였으

니누가가히그세대를말하리요그생명이땅에서빼

앗김이로다하였거늘 34내시가빌립더러말하되청컨

대 `묻노니선지자가이말한것이누구를가리킴이뇨

? 자기를가리킴이뇨? 타인을가리킴이뇨?' 35빌립이

입을열어이글에서시작하여예수를가르쳐복음을

전하니 36길가다가물있는곳에이르러내시가말하

되 `보라, 물이있으니내가세례를받음에무슨거리낌

이있느뇨' 37 (없 음) 38이에명하여병거를머물고빌

립과내시가둘다물에내려가빌립이세례를주고 39

둘이물에서올라갈새주의영이빌립을이끌어간지

라내시는흔연히길을가므로그를다시보지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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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0빌립은아소도에나타나여러성을지나다니며

복음을전하고가이사랴에이르니라

9사울이주의제자들을대하여여전히위협과살기가

등등하여대제사장에게가서 2다메섹여러회당에갈

공문을청하니이는만일그도를좇는사람을만나면

무론남녀하고결박하여예루살렘으로잡아오려함이

라 3사울이행하여다메섹에가까이가더니홀연히하

늘로서빛이저를둘러비추는지라 4땅에엎드러져들

으매소리있어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어찌하

여나를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대답하되 `주여뉘시

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네가핍박하는예수라 6네

가일어나성으로들어가라행할것을네게이를자가

있느니라'하시니 7같이가던사람들은소리만듣고

아무도보지못하여말을못하고섰더라 8사울이땅에

서일어나눈은떴으나아무것도보지못하고사람의

손에끌려다메섹으로들어가서 9사흘동안을보지못

하고식음을전폐하니라 10그때에다메섹에아나니아

라하는제자가있더니주께서환상중에불러가라사

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대답하되 `주여, 내가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주께서가라사대 `일어나직가라하

는거리로가서유다집에서다소사람사울이라하는

자를찾으라저가기도하는중이다 12저가아나니아라

하는사람이들어와서자기에게안수하여다시보게

하는것을보았느니라'하시거늘 13아나니아가대답하

되 `주여, 이사람에대하여내가여러사람에게듣사온

즉그가예루살렘에서주의성도에게적지않은해를

끼쳤다하더니 14여기서도주의이름을부르는모든

자를결박할권세를대제사장들에게받았나이다' 하거

늘 15주께서가라사대 `가라, 이사람은내이름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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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과임금들과이스라엘자손들앞에전하기위하여

택한나의그릇이라! 16그가내이름을위하여해를얼

마나받아야할것을내가그에게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떠나그집에들어가서그에게안수하여

가로되 `형제사울아! 주곧네가오는길에서나타나시

던예수께서나를보내어너로다시보게하시고성령

으로충만하게하신다'하니 18즉시사울의눈에서비

늘같은것이벗어져다시보게된지라일어나세례를

받고 19음식을먹으매강건하여지니라사울이다메섹

에있는제자들과함께며칠있을새 20즉시로각회당

에서예수의하나님의아들이심을전파하니 21듣는사

람이다놀라말하되 `이사람이예루살렘에서이이름

부르는사람을잔해하던자가아니냐?여기온것도저

희를결박하여대제사장들에게끌어가고자함이아니

냐?' 하더라 22사울은힘을더얻어예수를그리스도라

증명하여다메섹에사는유대인들을굴복시키니라 23

여러날이지나매유대인들이사울죽이기를공모하더

니 24그계교가사울에게알려지니라저희가그를죽

이려고밤낮으로성문까지지키거늘 25그의제자들이

밤에광주리에사울을담아성에서달아내리니라 26

사울이예루살렘에가서제자들을사귀고자하나다

두려워하여그의제자됨을믿지아니하니 27바나바가

데리고사도들에게가서그가길에서어떻게주를본

것과주께서그에게말씀하신일과다메섹에서그가

어떻게예수의이름으로담대히말하던것을말하니라

28사울이제자들과함께있어예루살렘에출입하며 29

또주예수의이름으로담대히말하고헬라파유대인

들과함께말하며변론하니그사람들이죽이려고힘

쓰거늘 30형제들이알고가이사랴로데리고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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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로보내니라 31그리하여온유대와갈릴리와사마

리아교회가평안하여든든히서가고주를경외함과

성령의위로로진행하여수가더많아지니라 32때에

베드로가사방으로두루행하다가룻다에사는성도들

에게도내려갔더니 33거기서애니아라하는사람을만

나매그가중풍병으로상위에누운지팔년이라 34베

드로가가로되 `애니아야, 예수그리스도께서너를낫

게하시니일어나네자리를정돈하라' 한대곧일어나

니 35룻다와사론에사는사람들이다그를보고주께

로돌아가니라 36욥바에다비다라하는여제자가있으

니그이름을번역하면도르가라선행과구제하는일

이심히많더니 37그때에병들어죽으매시체를씻어

다락에뉘우니라 38룻다가욥바에가까운지라제자들

이베드로가거기있음을듣고두사람을보내어지체

말고오라고간청하니 39베드로가일어나저희와함께

가서이르매저희가데리고다락에올라가니모든과

부가베드로의곁에서서울며도르가가저희와함께

있을때에지은속옷과겉옷을다내어보이거늘 40베

드로가사람을다내어보내고무릎을꿇고기도하고

돌이켜시체를향하여가로되 `다비다야,일어나라'하

니그가눈을떠베드로를보고일어나앉는지라 41베

드로가손을내밀어일으키고성도들과과부들을불러

들여그의산것을보이니 42온욥바사람이알고많이

주를믿더라 43베드로가욥바에여러날있어시몬이

라하는피장의집에서유하니라

10가이사랴에고넬료라하는사람이있으니이달리

야대라하는군대의백부장이라 2그가경건하여온집

으로더불어하나님을경외하며백성을많이구제하고

하나님께항상기도하더니 3하루는제구시쯤되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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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에밝히보매하나님의사자가들어와가로되 `고

넬료야' 하니 4고넬료가주목하여보고두려워가로되

`주여무슨일이니이까?' 천사가가로되 `네기도와구

제가하나님앞에상달하여기억하신바가되었으니 5

네가지금사람들을욥바에보내어베드로라하는시

몬을청하라 6저는피장시몬의집에우거하니그집

은해변에있느니라'하더라 7마침말하던천사가떠

나매고넬료가집안하인둘과종졸가운데경건한사

람하나를불러 8이일을다고하고욥바로보내니라 9

이튿날저희가행하여성에가까이갔을그때에베드

로가기도하려고지붕에올라가니시간은제육시더라

10시장하여먹고자하매사람이준비할때에비몽사몽

간에 11하늘이열리며한그릇이내려오는것을보니

큰보자기같고네귀를매어땅에드리웠더라 12그안

에는땅에있는각색네발가진짐승과기는것과공중

에나는것들이있는데 13또소리가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잡아먹으라' 하거늘 14베드로가가로되 `주여,

그럴수없나이다속되고깨끗지아니한물건을내가

언제든지먹지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15또두번째

소리있으되 `하나님께서깨끗케하신것을네가속되

다하지말라' 하더라 16이런일이세번있은후그그

릇이곧하늘로올리워가니라 17베드로가본바환상

이무슨뜻인지속으로의심하더니마침고넬료의보

낸사람들이시몬의집을찾아문밖에서서 18불러묻

되 `베드로라하는시몬이여기우거하느냐?' 하거늘

19베드로가그환상에대하여생각할때에성령께서

저더러말씀하시되두사람이너를찾으니 20일어나

내려가의심치말고함께가라내가저희를보내었느

니라하시니 21베드로가내려가그사람들을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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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 `내가곧너희의찾는사람이니너희가무슨일로

왔느냐?' 22저희가대답하되 `백부장고넬료는의인이

요, 하나님을경외하는자라유대온족속이칭찬하더

니저가거룩한천사의지시를받아너를그집으로청

하여말을들으려하느니라'한대 23베드로가불러들

여유숙하게하니라이튿날일어나저희와함께갈새

욥바두어형제도함께가니라 24이튿날가이사랴에

들어가니고넬료가일가와가까운친구들을모아기다

리더니 25마침베드로가들어올때에고넬료가맞아

발앞에엎드리어절하니 26베드로가일으켜가로되

`일어서라나도사람이라' 하고 27더불어말하며들어

가여러사람의모인것을보고 28이르되 `유대인으로

서이방인을교제하는것과가까이하는것이위법인

줄은너희도알거니와하나님께서내게지시하사아무

도속되다하거나깨끗지않다하지말라하시기로 29

부름을사양치아니하고왔노라묻노니무슨일로나

를불렀느뇨?' 30고넬료가가로되 `나흘전이맘때까

지내집에서제구시기도를하는데홀연히한사람이

빛난옷을입고내앞에서서 31말하되고넬료야하나

님이네기도를들으시고네구제를기억하셨으니 32

사람을욥바에보내어베드로라하는시몬을청하라

저가바닷가피장시몬의집에우거하느니라하시기로

33내가곧당신에게사람을보내었더니오셨으니잘하

였나이다이제우리는주께서당신에게명하신모든

것을듣고자하여다하나님앞에있나이다' 34베드로

가입을열어가로되 `내가참으로하나님은사람의외

모를취하지아니하시고 35각나라중하나님을경외

하며의를행하는사람은하나님이받으시는줄깨달

았도다 36만유의주되신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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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의복음을전하사이스라엘자손들에게보내신말

씀 37곧요한이그세례를반포한후에갈릴리에서시

작되어온유대에두루전파된그것을너희도알거니

와 38하나님이나사렛예수에게성령과능력을기름붓

듯하셨으매저가두루다니시며착한일을행하시고

마귀에게눌린모든자를고치셨으니이는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39우리는유대인의땅과예루살렘에

서그의행하신모든일에증인이라그를저희가나무

에달아죽였으나 40하나님이사흘만에다시살리사

나타내시되 41모든백성에게하신것이아니요오직

미리택하신증인곧죽은자가운데서일어나신후모

시고음식을먹은우리에게하신것이라 42우리를명

하사백성에게전도하되하나님이산자와죽은자의

재판장으로정하신자가곧이사람인것을증거하게

하셨고 43저에대하여모든선지자도증거하되저를

믿는사람들이다그이름을힘입어죄사함을받는다

하였느니라' 44베드로가이말할때에성령이말씀듣

는모든사람에게내려오시니 45베드로와함께온할

례받은신자들이이방인들에게도성령부어주심을

인하여놀라니 46이는방언을말하며하나님높임을

들음이러라 47이에베드로가가로되 `이사람들이우

리와같이성령을받았으니누가능히물로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48명하여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

세례를주라하니라저희가베드로에게수일더유하

기를청하니라

11유대에있는사도들과형제들이이방인들도하나

님말씀을받았다함을들었더니 2베드로가예루살렘

에올라갔을때에할례자들이힐난하여 3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집에들어가함께먹었다' 하니 4베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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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이일을차례로설명하여 5가로되 `내가욥

바성에서기도할때에비몽사몽간에환상을보니큰

보자기같은그릇을네귀를매어하늘로부터내리워

내앞에까지드리우거늘 6이것을주목하여보니땅에

네발가진것과들짐승과기는것과공중에나는것들

이보이더라 7또들으니소리있어내게이르되베드

로야일어나잡아먹으라하거늘 8내가가로되 `주여

그럴수없나이다속되거나깨끗지아니한물건은언

제든지내입에들어간일이없나이다' 하니 9또하늘

로부터두번째소리있어내게대답하되하나님이깨

끗하게하신것을네가속되다말라하더라 10이런일

이세번있은후에모든것이다시하늘로끌려올라가

더라 11마침세사람이내우거한집앞에섰으니가이

사랴에서내게로보낸사람이라 12성령이내게명하사

아무의심말고함께가라하시매이여섯형제도나와

함께가서그사람의집에들어가니 13그가우리에게

말하기를천사가내집에서서말하되네가사람을욥

바에보내어베드로라하는시몬을청하라 14그가너

와네온집의구원얻을말씀을네게이르리라함을보

았다하거늘 15내가말을시작할때에성령이저희에

게임하시기를처음우리에게하신것과같이하는지

라 16내가주의말씀에요한은물로세례를주었으나

너희는성령으로세례받으리라하신것이생각났노라

17그런즉하나님이우리가주예수그리스도를믿을

때에주신것과같은선물을저희에게도주셨으니내

가누구관대하나님을능히막겠느냐!' 하더라 18저희

가이말을듣고잠잠하여하나님께영광을돌려가로

되 `그러면하나님께서이방인에게도생명얻는회개

를주셨도다'하니라 19때에스데반의일로일어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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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인하여흩어진자들이베니게와구브로와안디옥

까지이르러도를유대인에게만전하는데 20그중에

구브로와구레네몇사람이안디옥에이르러헬라인에

게도말하여주예수를전파하니 21주의손이그들과

함께하시매수다한사람이믿고주께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교회가이사람들의소문을듣고바나바를

안디옥까지보내니 23저가이르러하나님의은혜를보

고기뻐하여모든사람에게굳은마음으로주께붙어

있으라권하니 24바나바는착한사람이요성령과믿음

이충만한자라이에큰무리가주께더하더라 25바나

바가사울을찾으러다소에가서 26만나매안디옥에

데리고와서둘이교회에일년간모여있어큰무리를

가르쳤고제자들이안디옥에서비로소그리스도인이

라일컫음을받게되었더라 27그때에선지자들이예

루살렘에서안디옥에이르니 28그중에아가보라하는

한사람이일어나성령으로말하되 `천하가크게흉년

들리라' 하더니글라우디오때에그렇게되니라 29제

자들이각각그힘대로유대에사는형제들에게부조

를보내기로작정하고 30이를실행하여바나바와사울

의손으로장로들에게보내니라

12그때에헤롯왕이손을들어교회중몇사람을해

하려하여 2요한의형제야고보를칼로죽이니 3유대

인들이이일을기뻐하는것을보고베드로도잡으려

할새때는무교절일이라 4잡으매옥에가두어군사넷

씩인네패에게맡겨지키고유월절후에백성앞에끌

어내고자하더라 5이에베드로는옥에갇혔고교회는

그를위하여간절히하나님께빌더라 6헤롯이잡아내

려고하는그전날밤에베드로가두군사틈에서두쇠

사슬에매여누워자는데파수군들이문밖에서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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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더니 7홀연히주의사자가곁에서매옥중에광채

가조요하며또베드로의옆구리를쳐깨워가로되 `급

히일어나라'하니쇠사슬이그손에서벗어지더라 8

천사가가로되 `띠를띠고신을들메라'하거늘베드로

가그대로하니천사가또가로되 `겉옷을입고따라오

라'한대 9베드로가나와서따라갈새천사의하는것

이참인줄알지못하고환상을보는가하니라 10이에

첫째와둘째파수를지나성으로통한쇠문에이르니

문이절로열리는지라나와한거리를지나매천사가

곧떠나더라 11이에베드로가정신이나서가로되 `내

가이제야참으로주께서그의천사를보내어나를헤

롯의손과유대백성의모든기대에서벗어나게하신

줄알겠노라'하여 12깨닫고마가라하는요한의어머

니마리아의집에가니여러사람이모여기도하더라

13베드로가대문을두드린대로데라하는계집아이가

영접하러나왔다가 14베드로의음성인줄알고기뻐하

여문을미처열지못하고달려들어가말하되 `베드로

가대문밖에섰더라' 하니 15저희가말하되 `네가미

쳤다' 하나계집아이는힘써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말하되 `그러면그의천사라' 하더라 16베드로

가문두드리기를그치지아니하니저희가문을열어

베드로를보고놀라는지라 17베드로가저희에게손짓

하여종용하게하고주께서자기를이끌어옥에서나

오게하던일을말하고또야고보와형제들에게이말

을전하라하고떠나다른곳으로가니라 18날이새매

군사들은베드로가어떻게되었는지알지못하여적지

않게소동하니 19헤롯이그를찾아도보지못하매파

숫군들을심문하고죽이라명하니라헤롯이유대를떠

나가이사랴로내려가서거하니라 20헤롯이두로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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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람들을대단히노여워하나저희지방이왕국에서

나는양식을쓰는고로일심으로그에게나아와왕의

침소맡은신하블라스도를친하여화목하기를청한지

라 21헤롯이날을택하여왕복을입고위에앉아백성

을효유한대 22백성들이크게부르되이것은신의소

리요사람의소리는아니라하거늘 23헤롯이영광을

하나님께로돌리지아니하는고로주의사자가곧치니

충이먹어죽으니라 24하나님의말씀은흥왕하여더하

더라 25바나바와사울이부조의일을마치고마가라

하는요한을데리고예루살렘에서돌아오니라

13안디옥교회에선지자들과교사들이있으니곧바

나바와니게르라하는시므온과구레네사람루기오와

분봉왕헤롯의젖동생마나엔과및사울이라 2주를섬

겨금식할때에성령이가라사대 `내가불러시키는일

을위하여바나바와사울을따로세우라'하시니 3이

에금식하며기도하고두사람에게안수하여보내니라

4두사람이성령의보내심을받아실루기아에내려가

거기서배타고구브로에가서 5살라미에이르러하나

님의말씀을유대인의여러회당에서전할새요한을

수종자로두었더라 6온섬가운데로지나서바보에이

르러바예수라하는유대인거짓선지자박수를만나

니 7그가총독서기오바울과함께있으니서기오바

울은지혜있는사람이라바나바와사울을불러하나

님말씀을듣고자하더라 8이박수엘루마는 (이이름

을번역하면박수라) 저희를대적하여총독으로믿지

못하게힘쓰니 9바울이라고하는사울이성령이충만

하여그를주목하고 10가로되 `모든궤계와악행이가

득한자요,마귀의자식이요,모든의의원수여,주의

바른길을굽게하기를그치지아니하겠느냐? 11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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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주의손이네위에있으니네가소경이되어얼마

동안해를보지못하리라' 하니즉시안개와어두움이

그를덮어인도할사람을두루구하는지라 12이에총

독이그렇게된것을보고믿으며주의가르치심을기

이히여기니라 13바울과및동행하는사람들이바보에

서배타고밤빌리아에있는버가에이르니요한은저

희에게서떠나예루살렘으로돌아가고 14저희는버가

로부터지나비시디아안디옥에이르러안식일에회당

에들어가앉으니라 15율법과선지자의글을읽은후

에회당장들이사람을보내어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백성을권할말이있거든말하라'하니 16바울이

일어나손짓하며말하되 `이스라엘사람들과및하나

님을경외하는사람들아들으라! 17이이스라엘백성

의하나님이우리조상들을택하시고애굽땅에서나

그네된그백성을높여큰권능으로인도하여내사 18

광야에서약사십년간저희소행을참으시고 19가나

안땅일곱족속을멸하사그땅을기업으로주시고 (약

사백오십년간) 20그후에선지자사무엘때까지사사

를주셨더니 21그후에저희가왕을구하거늘하나님

이베냐민지파사람기스의아들사울을사십년간주

셨다가 22폐하시고다윗을왕으로세우시고증거하여

가라사대내가이새의아들다윗을만나니내마음에

합한사람이라내뜻을다이루게하리라하시더니 23

하나님이약속하신대로이사람의씨에서이스라엘을

위하여구주를세우셨으니곧예수라 24그오시는앞

에요한이먼저회개의세례를이스라엘모든백성에

게전파하니라 25요한이그달려갈길을마칠때에말

하되너희가나를누구로생각하느냐?나는그리스도

가아니라내뒤에오시는이가있으니나는그발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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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도감당치못하리라하였으니 26형제들아브라함

의후예와너희중하나님을경외하는사람들아! 이구

원의말씀을우리에게보내셨거늘 27예루살렘에사는

자들과저희관원들이예수와및안식일마다외우는

바선지자들의말을알지못하므로예수를정죄하여

선지자들의말을응하게하였도다 28죽일죄를하나도

찾지못하였으나빌라도에게죽여달라하였으니 29성

경에저를가리켜기록한말씀을다응하게한것이라

후에나무에서내려다가무덤에두었으나 30하나님이

죽은자가운데서저를살리신지라 31갈릴리로부터예

루살렘에함께올라간사람들에게여러날보이셨으니

저희가이제백성앞에그의증인이라 32우리도조상

들에게주신약속을너희에게전파하노니 33곧하나님

이예수를일으키사우리자녀들에게이약속을이루

게하셨다함이라시편둘째편에기록한바와같이너

는내아들이라오늘너를낳았다하셨고 34또하나님

께서죽은자가운데서저를일으키사다시썩음을당

하지않게하실것을가르쳐가라사대내가다윗의거

룩하고미쁜은사를너희에게주리라하셨으니 35그러

므로또다른편에일렀으되주의거룩한자로썩음을

당하지않게하시리라하셨느니라 36다윗은당시에하

나님의뜻을좇아섬기다가잠들어그조상들과함께

묻혀썩음을당하였으되 37하나님의살리신이는썩음

을당하지아니하였나니 38그러므로형제들아너희가

알것은이사람을힘입어죄사함을너희에게전하는

이것이며 39또모세의율법으로너희가의롭다하심을

얻지못하던모든일에도이사람을힘입어믿는자마

다의롭다하심을얻는이것이라 40그런즉너희는선

지자들로말씀하신것이너희에게미칠까삼가라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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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으되보라,멸시하는사람들아너희는놀라고망하

라내가너희때를당하여한일을행할것이니사람이

너희에게이를지라도도무지믿지못할일이라하였느

니라' 하니라 42저희가나갈새사람들이청하되다음

안식일에도이말씀을하라하더라 43폐회한후에유

대인과유대교에입교한경건한사람들이많이바울과

바나바를좇으니두사도가더불어말하고항상하나

님의은혜가운데있으라권하니라 44그다음안식일

에는온성이거의다하나님말씀을듣고자하여모이

니 45유대인들이그무리를보고시기가가득하여바

울의말한것을변박하고비방하거늘 46바울과바나바

가담대히말하여가로되 `하나님의말씀을마땅히먼

저너희에게전할것이로되너희가버리고영생얻음

에합당치않은자로자처하기로우리가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aiōnios g166) 47주께서이같이우리를명하시

되내가너를이방의빛을삼아너로땅끝까지구원하

게하리라하셨느니라' 하니 48이방인들이듣고기뻐

하여하나님의말씀을찬송하며영생을주시기로작정

된자는다믿더라 (aiōnios g166) 49주의말씀이그지방에

두루퍼지니라 50이에유대인들이경건한귀부인들과

그성내유력자들을선동하여바울과바나바를핍박케

하여그지경에서쫓아내니 51두사람이저희를향하

여발에티끌을떨어버리고이고니온으로가거늘 52

제자들은기쁨과성령이충만하니라

14이에이고니온에서두사도가함께유대인의회당

에들어가말하니유대와헬라의허다한무리가믿더

라 2그러나순종치아니하는유대인들이이방인들의

마음을선동하여형제들에게악감을품게하거늘 3두

사도가오래있어주를힘입어담대히말하니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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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손으로표적과기사를행하게하여주사자기은

혜의말씀을증거하시니 4그성내무리가나뉘어유대

인을좇는자도있고두사도를좇는자도있는지라 5

이방인과유대인과그관원들이두사도를능욕하며

돌로치려고달려드니 6저희가알고도망하여루가오

니아의두성루스드라와더베와및그근방으로가서

7거기서복음을전하니라 8루스드라에발을쓰지못

하는한사람이있어앉았는데나면서앉은뱅이되어

걸어본적이없는자라 9바울의말하는것을듣거늘

바울이주목하여구원받을만한믿음이그에게있는

것을보고 10큰소리로가로되 `네발로바로일어서라

' 하니그사람이뛰어걷는지라 11무리가바울의행한

일을보고루가오니아방언으로소리질러가로되신들

이사람의형상으로우리가운데내려오셨다하여 12

바나바는쓰스라하고바울은그중에말하는자이므

로허메라하더라 13성밖쓰스신당의제사장이소와

화관들을가지고대문앞에와서무리와함께제사하

고자하니 14두사도바나바와바울이듣고옷을찢고

무리가운데뛰어들어가서소리질러 15가로되 `여러

분이여, 어찌하여이러한일을하느냐?우리도너희와

같은성정을가진사람이라너희에게복음을전하는

것은이헛된일을버리고천지와바다와그가운데만

유를지으시고살아계신하나님께로돌아오라함이라

16하나님이지나간세대에는모든족속으로자기의길

들을다니게묵인하셨으나 17그러나자기를증거하지

아니하신것이아니니곧너희에게하늘로서비를내

리시며결실기를주시는선한일을하사음식과기쁨

으로너희마음에만족케하셨느니라' 하고 18이렇게

말하여겨우무리를말려자기들에게제사를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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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 19유대인들이안디옥과이고니온에서와서무

리를초인하여돌로바울을쳐서죽은줄로알고성밖

에끌어내치니라 20제자들이둘러섰을때에바울이

일어나성에들어갔다가이튿날바나바와함께더베로

가서 21복음을그성에서전하여많은사람을제자로

삼고루스드라와이고니온과안디옥으로돌아가서 22

제자들의마음을굳게하여이믿음에거하라권하고

또우리가하나님나라에들어가려면많은환난을겪

어야할것이라하고 23각교회에서장로들을택하여

금식기도하며저희를그믿은바주께부탁하고 24비

시디아가운데로지나가서밤빌리아에이르러 25도를

버가에서전하고앗달리아로내려가서 26거기서배타

고안디옥에이르니이곳은두사도의이룬그일을위

하여전에하나님의은혜에부탁하던곳이라 27이르러

교회를모아하나님이함께행하신모든일과이방인

들에게믿음의문을여신것을고하고 28제자들과함

께오래있으니라

15어떤사람들이유대로부터내려와서형제들을가

르치되 `너희가모세의법대로할례를받지아니하면

능히구원을얻지못하리라'하니 2바울과바나바와

저희사이에적지아니한다툼과변론이일어난지라

형제들이이문제에대하여바울과바나바와및그중

에몇사람을예루살렘에있는사도와장로들에게보내

기로작정하니 3저희가교회의전송을받고베니게와

사마리아로다녀가며이방인들의주께돌아온일을말

하여형제들을다크게기쁘게하더라 4예루살렘에이

르러교회와사도와장로들에게영접을받고하나님이

자기들과함께계셔행하신모든일을말하매 5바리새

파중에믿는어떤사람들이일어나말하되 `이방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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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할례주고모세의율법을지키라명하는것이마땅

하다'하니라 6사도와장로들이이일을의논하러모

여 7많은변론이있은후에베드로가일어나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알거니와하나님이이방인들로내

입에서복음의말씀을들어믿게하시려고오래전부

터너희가운데서나를택하시고 8또마음을아시는

하나님이우리에게와같이저희에게도성령을주어증

거하시고 9믿음으로저희마음을깨끗이하사저희나

우리나분간치아니하셨느니라 10그런데지금너희가

어찌하여하나님을시험하여우리조상과우리도능히

메지못하던멍에를제자들의목에두려느냐 11우리가

저희와동일하게주예수의은혜로구원받는줄을믿

노라'하니라 12온무리가가만히있어바나바와바울

이하나님이자기들로말미암아이방인중에서행하신

표적과기사고하는것을듣더니 13말을마치매야고

보가대답하여가로되 `형제들아내말을들으라 14하

나님이처음으로이방인중에서자기이름을위할백

성을취하시려고저희를권고하신것을시므온이고하

였으니 15선지자들의말씀이이와합하도다기록된바

16이후에내가돌아와서다윗의무너진장막을다시

지으며또그퇴락한것을다시지어일으키리니 17이

는그남은사람들과내이름으로일컬음을받는모든

이방인들로주를찾게하려함이라하셨으니 18즉예

로부터이것을알게하시는주의말씀이라함과같으

니라 (aiōn g165) 19그러므로내의견에는이방인중에서

하나님께로돌아오는자들을괴롭게말고 20다만우

상의더러운것과음행과목매어죽인것과피를멀리

하라고편지하는것이가하니 21이는예로부터각성

에서모세를전하는자가있어안식일마다회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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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글을읽음이니라'하더라 22이에사도와장로와온

교회가그중에서사람을택하여바울과바나바와함

께안디옥으로보내기를가결하니곧형제중에인도

자인바사바라하는유다와실라더라 23그편에편지

를부쳐이르되 `사도와장로된형제들은안디옥과수

리아와길리기아에있는이방인형제들에게문안하노

라 24들은즉우리가운데서어떤사람들이우리의시

킨것도없이나가서말로너희를괴롭게하고마음을

혹하게한다하기로 25사람을택하여우리주예수그

리스도의이름을위하여생명을아끼지아니하는자인

우리의사랑하는바나바와바울과함께너희에게보내

기를일치가결하였노라 26 (25 절과같음) 27그리하여

유다와실라를보내니저희도이일을말로전하리라

28성령과우리는이요긴한것들외에아무짐도너희

에게지우지아니하는것이가한줄알았노니 29우상

의제물과피와목매어죽인것과음행을멀리할지니

라이에스스로삼가면잘되리라평안함을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저희가작별하고안디옥에내려가무리를

모은후에편지를전하니 31읽고그위로한말을기뻐

하더라 32유다와실라도선지자라여러말로형제를권

면하여굳게하고 33얼마있다가평안히가라는전송

을형제들에게받고자기를보내던사람들에게로돌아

가되 34 (없 음) 35바울과바나바는안디옥에서유하여

다수한다른사람들과함께주의말씀을가르치며전

파하니라 36수일후에바울이바나바더러말하되 `우

리가주의말씀을전한각성으로다시가서형제들이

어떠한가방문하자' 하니 37바나바는마가라하는요

한도데리고가고자하나 38바울은밤빌리아에서자기

들을떠나한가지로일하러가지아니한자를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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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것이옳지않다하여 39서로심히다투어피차갈

라서니바나바는마가를데리고배타고구브로로가

고 40바울은실라를택한후에형제들에게주의은혜

에부탁함을받고떠나 41수리아와길리기아로다녀가

며교회들을굳게하니라

16바울이더베와루스드라에도이르매거기디모데

라하는제자가있으니그모친은믿는유대여자요부

친은헬라인이라 2디모데는루스드라와이고니온에

있는형제들에게칭찬받는자니 3바울이그를데리고

떠나고자할새그지경에있는유대인을인하여그를

데려다가할례를행하니이는그사람들이그의부친

은헬라인인줄다앎이러라 4여러성으로다녀갈때

에예루살렘에있는사도와장로들의작정한규례를

저희에게주어지키게하니 5이에여러교회가믿음이

더굳어지고수가날마다더하니라 6성령이아시아에

서말씀을전하지못하게하시거늘브루기아와갈라디

아땅으로다녀가 7무시아앞에이르러비두니아로가

고자애쓰되예수의영이허락지아니하시는지라 8무

시아를지나드로아로내려갔는데 9밤에환상이바울

에게보이니마게도냐사람하나가서서그에게청하

여가로되 `마게도냐로건너와서우리를도우라'하거

늘 10바울이이환상을본후에우리가곧마게도냐로

떠나기를힘쓰니이는하나님이저사람들에게복음을

전하라고우리를부르신줄로인정함이러라 11드로아

에서배로떠나사모드라게로직행하여이튿날네압볼

리로가고 12거기서빌립보에이르니이는마게도냐

지경첫성이요또로마의식민지라이성에서수일을

유하다가 13안식일에우리가기도처가있는가하여문

밖강가에나가거기앉아서모인여자들에게말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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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4두아디라성의자주장사로서하나님을공경하는

루디아라하는한여자가들었는데주께서그마음을

열어바울의말을청종하게하신지라 15저와그집이

다세례를받고우리에게청하여가로되 `만일나를주

믿는자로알거든내집에들어와유하라' 하고강권하

여있게하니라 16우리가기도하는곳에가다가점하

는귀신들린여종하나를만나니점으로그주인들을

크게이(利)하게하는지라 17바울과우리를좇아와서

소리질러가로되 `이사람들은지극히높은하나님의

종으로구원의길을너희에게전하는자라'하며 18이

같이여러날을하는지라바울이심히괴로와하여돌

이켜그귀신에게이르되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

내가네게명하노니그에게서나오라' 하니귀신이즉

시나오니라 19종의주인들은자기이익의소망이끊

어진것을보고바울과실라를잡아가지고저자로관

원들에게끌어갔다가 20상관들앞에데리고가서말

하되 `이사람들이유대인인데우리성을심히요란케

하여 21로마사람인우리가받지도못하고행치도못

할풍속을전한다'하거늘 22무리가일제히일어나송

사하니상관들이옷을찢어벗기고매로치라하여 23

많이친후에옥에가두고간수에게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그가이러한영을받아저희를깊은옥

에가두고그발을착고에든든히채웠더니 25밤중쯤

되어바울과실라가기도하고하나님을찬미하매죄수

들이듣더라 26이에홀연히큰지진이나서옥터가움

직이고문이곧다열리며모든사람의매인것이다벗

어진지라 27간수가자다가깨어옥문들이열린것을

보고죄수들이도망한줄생각하고검을빼어자결하

려하거늘 28바울이크게소리질러가로되 `네몸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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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우리가다여기있노라' 하니 29간수가등불

을달라고하며뛰어들어가무서워떨며바울과실라

앞에부복하고 30저희를데리고나가가로되 `선생들

아, 내가어떻게하여야구원을얻으리이까?' 하거늘 31

가로되 `주예수를믿으라! 그리하면너와네집이구원

을얻으리라!' 하고 32주의말씀을그사람과그집에

있는모든사람에게전하더라 33밤그시에간수가저

희를데려다가그맞은자리를씻기고자기와그권속

이다세례를받은후 34저희를데리고자기집에올라

가서음식을차려주고저와온집이하나님을믿었으

므로크게기뻐하니라 35날이새매상관들이아전을

보내어 `이사람들을놓으라' 하니 36간수가이말대로

바울에게고하되 `상관들이사람을보내어너희를놓

으라하였으니이제는나가서평안히가라'하거늘 37

바울이이르되 `로마사람인우리를죄도정치아니하

고공중앞에서때리고옥에가두었다가이제는가만

히우리를내어보내고자하느냐?아니라저희가친히

와서우리를데리고나가야하리라' 한대 38아전들이

이말로상관들에게고하니저희가로마사람이라하

는말을듣고두려워하여 39와서권하여데리고나가

성에서떠나기를청하니 40두사람이옥에서나가루

디아의집에들어가서형제들을만나보고위로하고

가니라

17저희가암비볼리와아볼로니아로다녀가데살로

니가에이르니거기유대인의회당이있는지라 2바울

이자기의규례대로저희에게로들어가서세안식일에

성경을가지고강론하며 3뜻을풀어그리스도가해를

받고죽은자가운데서다시살아야할것을증명하고

이르되내가너희에게전하는이예수가곧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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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니 4그중에어떤사람곧경건한헬라인의큰무

리와적지않은귀부인도권함을받고바울과실라를

좇으나 5그러나유대인들은시기하여저자의어떤괴

악한사람들을데리고떼를지어성을소동케하여야

손의집에달려들어저희를백성에게끌어내려고찾

았으나 6발견치못하매야손과및형제를끌고읍장들

앞에가서소리질러가로되 `천하를어지럽게하던이

사람들이여기도이르매 7야손이들였도다이사람들

이다가이사의명을거역하여말하되다른임금곧예

수라하는이가있다하더이다'하니 8무리와읍장들

이이말을듣고소동하여 9야손과그나머지사람들

에게보를받고놓으니라 10밤에형제들이곧바울과

실라를베뢰아로보내니저희가이르러유대인의회당

에들어가니라 11베뢰아사람은데살로니가에있는사

람보다더신사적이어서간절한마음으로말씀을받고

이것이그러한가하여날마다성경을상고하므로 12그

중에믿는사람이많고또헬라의귀부인과남자가적

지아니하나 13데살로니가에있는유대인들이바울이

하나님말씀을베뢰아에서도전하는줄을알고거기도

가서무리를움직여소동케하거늘 14형제들이곧바

울을내어보내어바다까지가게하되실라와디모데

는아직거기유하더라 15바울을인도하는사람들이

데리고아덴까지이르러바울에게서실라와디모데를

자기에게로속히오게하라는명을받고떠나니라 16

바울이아덴에서저희를기다리다가온성에우상이

가득한것을보고마음에분하여 17회당에서는유대인

과경건한사람들과또저자에서는날마다만나는사

람들과변론하니 18어떤에비구레오와스도이고철학

자들도바울과쟁론할새혹은이르되이말장이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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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말을하고자하느뇨하고혹은이르되이방신들을

전하는사람인가보다하니이는바울이예수와또몸

의부활전함을인함이러라 19붙들어가지고아레오바

고로가며말하기를 `우리가너의말하는이새교가무

엇인지알수있겠느냐? 20네가무슨이상한것을우리

귀에들려주니그무슨뜻인지알고자하노라' 하니 21

모든아덴사람과거기서나그네된외국인들이가장

새로되는것을말하고듣는이외에달리는시간을쓰

지않음이더라 22바울이아레오바고가운데서서말하

되아덴사람들아너희를보니범사에종교성이많도

다 23내가두루다니며너희의위하는것들을보다가

알지못하는신에게라고새긴단도보았으니그런즉

너희가알지못하고위하는그것을내가너희에게알게

하리라 24우주와그가운데있는만유를지으신신께

서는천지의주재시니손으로지은전에계시지아니

하시고 25또무엇이부족한것처럼사람의손으로섬

김을받으시는것이아니니이는만민에게생명과호

흡과만물을친히주시는자이심이라 26인류의모든

족속을한혈통으로만드사온땅에거하게하시고저

희의연대를정하시며거주의경계를한하셨으니 27이

는사람으로하나님을혹더듬어찾아발견케하려하

심이로되그는우리각사람에게서멀리떠나계시지

아니하도다 28우리가그를힘입어살며기동하며있느

니라너희시인중에도어떤사람들의말과같이우리

가그의소생이라하니 29이와같이신의소생이되었

은즉신을금이나은이나돌에다사람의기술과고안

으로새긴것들과같이여길것이아니니라 30알지못

하던시대에는하나님이허물치아니하셨거니와이제

는어디든지사람을다명하사회개하라하셨으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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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정하신사람으로하여금천하를공의로심판할

날을작정하시고이에저를죽은자가운데서다시살

리신것으로모든사람에게믿을만한증거를주셨음

이니라하니라 32저희가죽은자의부활을듣고혹은

기롱도하고혹은이일에대하여네말을다시듣겠다

하니 33이에바울이저희가운데서떠나매 34몇사람

이그를친하여믿으니그중아레오바고관원디오누

시오와다마리라하는여자와또다른사람들도있었

더라

18이후에바울이아덴을떠나고린도에이르러 2아

굴라라하는본도에서난유대인하나를만나니글라

우디오가모든유대인을명하여로마에서떠나라한고

로그가그아내브리스길라와함께이달리야로부터

새로온지라바울이그들에게가매 3업이같으므로함

께거하여일을하니그업은장막을만드는것이더라

4안식일마다바울이회당에서강론하고유대인과헬

라인을권면하니라 5실라와디모데가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바울이하나님의말씀에붙잡혀유대인들에

게예수는그리스도라밝히증거하니 6저희가대적하

여훼방하거늘바울이옷을떨어가로되 `너희피가너

희머리로돌아갈것이요나는깨끗하니라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가리라' 하고 7거기서옮겨하나님을공

경하는디도유스도라하는사람의집에들어가니그

집이회당옆이라 8또회당장그리스보가온집으로

더불어주를믿으며수다한고린도사람도듣고믿어

세례를받더라 9밤에주께서환상가운데바울에게말

씀하시되두려워하지말며잠잠하지말고말하라 10내

가너와함께있으매아무사람도너를대적하여해롭

게할자가없을것이니이는이성중에내백성이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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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하시더라 11일년육개월을유하며그들가운데

서하나님의말씀을가르치니라 12갈리오가아가야총

독되었을때에유대인이일제히일어나바울을대적

하여재판자리로데리고와서 13말하되 `이사람이율

법을어기어하나님을공경하라고사람들을권한다'

하거늘 14바울이입을열고자할때에갈리오가유대

인들에게이르되 `너희유대인들아만일무슨부정한

일이나괴악한행동이었으면내가너희말을들어주는

것이가하거니와 15만일문제가언어와명칭과너희

법에관한것이면너희가스스로처리하라나는이러

한일에재판장되기를원치아니하노라'하고 16저희

를재판자리에서쫓아내니 17모든사람이회당장소

스데네를잡아재판자리앞에서때리되갈리오가이

일을상관치아니하니라 18바울은더여러날유하다

가형제들을작별하고배타고수리아로떠나갈새브

리스길라와아굴라도함께하더라바울이일찍서원이

있으므로겐그레아에서머리를깎았더라 19에베소에

와서저희를거기머물러두고자기는회당에들어가

서유대인들과변론하니 20여러사람이더오래있기

를청하되허락치아니하고 21작별하여가로되 `만일

하나님의뜻이면너희에게돌아오리라'하고배를타

고에베소를떠나 22가이사랴에서상륙하여올라가교

회의안부를물은후에안디옥으로내려가서 23얼마

있다가떠나갈라디아와브루기아땅을차례로다니며

모든제자를굳게하니라 24알렉산드리아에서난아볼

로라하는유대인이에베소에이르니이사람은학문

이많고성경에능한자라 25그가일찍주의도를배워

열심으로예수에관한것을자세히말하며가르치나

요한의세례만알따름이라 26그가회당에서담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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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시작하거늘브리스길라와아굴라가듣고데

려다가하나님의도를더자세히풀어이르더라 27아

볼로가아가야로건너가고자하니형제들이저를장려

하며제자들에게편지하여영접하라하였더니저가가

매은혜로말미암아믿은자들에게많은유익을주니

28이는성경으로써예수는그리스도라고증거하여공

중앞에서유력하게유대인의말을이김일러라

19아볼로가고린도에있을때에바울이윗지방으로

다녀에베소에와서어떤제자들을만나 2가로되 `너

희가믿을때에성령을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우

리는성령이있음도듣지못하였노라' 3바울이가로되

그러면너희가무슨세례를받았느냐?대답하되요한

의세례로라 4바울이가로되 `요한이회개의세례를

베풀며백성에게말하되내뒤에오시는이를믿으라

하였으니이는곧예수라' 하거늘 5저희가듣고주예

수의이름으로세례를받으니 6바울이그들에게안수

하매성령이그들에게임하시므로방언도하고예언도

하니 7모두열두사람쯤되니라 8바울이회당에들어

가석달동안을담대히하나님나라에대하여강론하

며권면하되 9어떤사람들은마음이굳어순종치않고

무리앞에서이도를비방하거늘바울이그들을떠나

제자들을따로세우고두란노서원에서날마다강론하

여 10이같이두해동안을하매아시아에사는자는유

대인이나헬라인이나다주의말씀을듣더라 11하나님

이바울의손으로희한한능을행하게하시니 12심지

어사람들이바울의몸에서손수건이나앞치마를가져

다가병든사람에게얹으면그병이떠나고악귀도나

가더라 13이에돌아다니며마술하는어떤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악귀들린자들에게대하여주예수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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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불러말하되 `내가바울의전파하는예수를빙자

하여너희를명하노라'하더라 14유대의한제사장스

게와의일곱아들도이일을행하더니 15악귀가대답

하여가로되 `예수도내가알고바울도내가알거니와

너희는누구냐?' 하며 16악귀들린사람이그두사람에

게뛰어올라억제하여이기니저희가상하여벗은몸

으로그집에서도망하는지라 17에베소에거하는유대

인과헬라인들이다이일을알고두려워하며주예수

의이름을높이고 18믿은사람들이많이와서자복하

여행한일을고하며 19또마술을행하던많은사람이

그책을모아가지고와서모든사람앞에서불사르니

그책값을계산한즉은오만이나되더라 20이와같이

주의말씀이힘이있어흥왕하여세력을얻으니라 21

이일이다된후바울이마게도냐와아가야로다녀서

예루살렘에가기를경영하여가로되내가거기갔다가

후에로마도보아야하리라하고 22자기를돕는사람

중에서디모데와에라스도두사람을마게도냐로보내

고자기는아시아에얼마간더있으니라 23그때쯤되

어이도로인하여적지않은소동이있었으니 24즉데

메드리오라하는어떤은장색이아데미의은감실을만

들어직공들로적지않은벌이를하게하더니 25그가

그직공들과이러한영업하는자들을모아이르되 `여

러분도알거니와우리의유족한생활이이업에있는

데 26이바울이에베소뿐아니라거의아시아전부를

통하여허다한사람을권유하여말하되사람의손으로

만든것들은신이아니라하니이는그대들도보고들

은것이라 27우리의이영업만천하여질위험이있을

뿐아니라큰여신아데미의전각도경홀히여김이되

고온아시아와천하가위하는그의위엄도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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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라'하더라 28저희가이말을듣고분이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사람의아데미여' 하니 29

온성이요란하여바울과같이다니는마게도냐사람

가이오와아리스다고를잡아가지고일제히연극장으

로달려들어가는지라 30바울이백성가운데로들어가

고자하나제자들이말리고 31또아시아관원중에바

울의친구된어떤이들이그에게통지하여연극장에

들어가지말라권하더라 32사람들이외쳐혹은이말

을혹은저말을하니모인무리가분란하여태반이나

어찌하여모였는지알지못하더라 33유대인들이무리

가운데서알렉산더를권하여앞으로밀어내니알렉산

더가손짓하며백성에게발명하려하나 34저희는그가

유대인인줄알고다한소리로외쳐가로되 `크다에베

소사람의아데미여' 하기를두시동안이나하더니 35

서기장이무리를안돈시키고이르되 `에베소사람들아

에베소성이큰아데미와및쓰스에게서내려온우상

의전각지기가된줄을누가알지못하겠느냐? 36이일

이그렇지않다할수없으니너희가가만히있어서무

엇이든지경솔히아니하여야하리라 37전각의물건을

도적질하지도아니하였고우리여신을훼방하지도아

니한이사람들을너희가잡아왔으니 38만일데메드

리오와및그와함께있는직공들이누구에게송사할

것이있거든재판날도있고총독들도있으니피차고

소할것이요 39만일그외에무엇을원하거든정식으

로민회에서결단할지라 40오늘아무까닭도없는이

일에우리가소요의사건으로책망받을위험이있고

우리가이불법집회에관하여보고할재료가없다' 하

고 41이에그모임을흩어지게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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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소요가그치매바울이제자들을불러권한후에작

별하고떠나마게도냐로가니라 2그지경으로다녀가

며여러말로제자들에게권하고헬라에이르러 3거기

석달을있다가배타고수리아로가고자할그때에유

대인들이자기를해하려고공모하므로마게도냐로다

녀돌아가기를작정하니 4아시아까지함께가는자는

베뢰아사람부로의아들소바더와데살로니가사람

아리스다고와세군도와더베사람가이오와및디모데

와아시아사람두기오와드로비모라 5그들은먼저가

서드로아에서우리를기다리더라 6우리는무교절후

에빌립보에서배로떠나닷새만에드로아에있는그

들에게가서이레를머무니라 7안식후첫날에우리가

떡을떼려하여모였더니바울이이튿날떠나고자하

여저희에게강론할새말을밤중까지계속하매 8우리

의모인윗다락에등불을많이켰는데 9유두고라하

는청년이창에걸터앉았다가깊이졸더니바울이강

론하기를더오래하매졸음을이기지못하여삼층누

에서떨어지거늘일으켜보니죽었는지라 10바울이내

려가서그위에엎드려그몸을안고말하되 `떠들지말

라생명이저에게있다' 하고 11올라가떡을떼어먹고

오래동안곧날이새기까지이야기하고떠나니라 12

사람들이살아난아이를데리고와서위로를적지않

게받았더라 13우리는앞서배를타고앗소에서바울

을태우려고그리로행선하니이는자기가도보로가

고자하여이렇게정하여준것이라 14바울이앗소에

서우리를만나니우리가배에올리고미둘레네에가

서 15거기서떠나이튿날기오앞에오고그이튿날사

모에들리고또그다음날밀레도에이르니라 16바울

이아시아에서지체치않기위하여에베소를지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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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로작정하였으니이는될수있는대로오순절

안에예루살렘에이르려고급히감이러라 17바울이밀

레도에서사람을에베소로보내어교회장로들을청하

니 18오매저희에게말하되 `아시아에들어온첫날부

터지금까지내가항상너희가운데서어떻게행한것

을너희도아는바니 19곧모든겸손과눈물이며유대

인의간계를인하여당한시험을참고주를섬긴것과

20유익한것은무엇이든지공중앞에서나각집에서나

꺼림이없이너희에게전하여가르치고 21유대인과헬

라인들에게하나님께대한회개와우리주예수그리

스도께대한믿음을증거한것이라 22보라, 이제나는

심령에매임을받아예루살렘으로가는데저기서무슨

일을만날는지알지못하노라 23오직성령이각성에

서내게증거하여결박과환난이나를기다린다하시

나 24나의달려갈길과주예수께받은사명곧하나님

의은혜의복음증거하는일을마치려함에는나의생

명을조금도귀한것으로여기지아니하노라 25보라,

내가너희중에왕래하며하나님나라를전파하였으나

지금은너희가다내얼굴을다시보지못할줄아노라

26그러므로오늘너희에게증거하노니모든사람의피

에대하여내가깨끗하니 27이는내가꺼리지않고하

나님의뜻을다너희에게전하였음이라 28너희는자기

를위하여또는온양떼를위하여삼가라성령이저들

가운데너희로감독자를삼고하나님이자기피로사

신교회를치게하셨느니라 29내가떠난후에흉악한

이리가너희에게들어와서그양떼를아끼지아니하며

30또한너희중에서도제자들을끌어자기를좇게하

려고어그러진말을하는사람들이일어날줄을내가

아노니 31그러므로너희가일깨어내가삼년이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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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쉬지않고눈물로각사람을훈계하던것을기억하

라 32지금내가너희를주와및그은혜의말씀께부탁

하노니그말씀이너희를능히든든히세우사거룩케

하심을입은모든자가운데기업이있게하시리라 33

내가아무의은이나금이나의복을탐하지아니하였고

34너희아는바에이손으로나와내동행들의쓰는것

을당하여 35범사에너희에게모본을보였노니곧이

같이수고하여약한사람들을돕고또주예수의친히

말씀하신바주는것이받는것보다복이있다하심을

기억하여야할지니라' 36이말을한후무릎을꿇고저

희모든사람과함께기도하니 37다크게울며바울의

목을안고입을맞추고 38다시그얼굴을보지못하리

라한말을인하여더욱근심하고배에까지그를전송

하니라

21우리가저희를작별하고행선하여바로고스로가

서이튿날로도에이르러거기서부터바다라로가서 2

베니게로건너가는배를만나서타고가다가 3구브로

를바라보고이를왼편에두고수리아로행선하여두

로에서상륙하니거기서배가짐을풀려함이러라 4제

자들을찾아거기서이레를머물더니그제자들이성

령의감동으로바울더러예루살렘에들어가지말라하

더라 5이여러날을지난후우리가떠나갈새저희가

다그처자와함께성문밖까지전송하거늘우리가바

닷가에서무릎을꿇어기도하고 6서로작별한후우리

는배에오르고저희는집으로돌아가니라 7두로로부

터수로를다행하여돌레마이에이르러형제들에게

안부를묻고그들과함께하루를있다가 8이튿날떠나

가이사랴에이르러일곱집사중하나인전도자빌립

의집에들어가서유하니라 9그에게딸넷이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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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로예언하는자라 10여러날있더니한선지자아

가보라하는이가유대로부터내려와 11우리에게와서

바울의띠를가져다가자기수족을잡아매고말하기를

성령이말씀하시되예루살렘에서유대인들이이같이

이띠임자를결박하여이방인의손에넘겨주리라하

거늘 12우리가그말을듣고그곳사람들로더불어바

울에게예루살렘으로올라가지말라권하니 13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어찌하여울어내마음을상하게하

느냐?나는주예수의이름을위하여결박받을뿐아니

라예루살렘에서죽을것도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저

가권함을받지아니하므로우리가주의뜻대로이루

어지이다하고그쳤노라 15이여러날후에행장을준

비하여예루살렘으로올라갈새 16가이사랴의몇제자

가함께가며한오랜제자구브로사람나손을데리고

가니이는우리가그의집에유하려함이라 17예루살

렘에이르니형제들이우리를기꺼이영접하거늘 18그

이튿날바울이우리와함께야고보에게로들어가니장

로들도다있더라 19바울이문안하고하나님이자기의

봉사로말미암아이방가운데서하신일을낱낱이고

하니 20저희가듣고하나님께영광을돌리고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그대도보는바에유대인중에믿는자

수만명이있으니다율법에열심있는자라 21네가이

방에있는모든유대인을가르치되모세가배반하고

아들들에게할례를하지말고또규모를지키지말라

한다함을저희가들었도다 22그러면어찌할꼬저희가

필연그대의온것을들으리니 23우리의말하는이대

로하라서원한네사람이우리에게있으니 24저희를

데리고함께결례를행하고저희를위하여비용을내

어머리를깎게하라그러면모든사람이그대에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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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들은것이헛된것이고그대로율법을지켜행하

는줄로알것이라 25주를믿는이방인에게는우리가

우상의제물과피와목매어죽인것과음행을피할것

을결의하고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바울이이사람

들을데리고이튿날저희와함께결례를행하고성전

에들어가서각사람을위하여제사드릴때까지의결

례의만기된것을고하니라 27그이레가거의차매아

시아로부터온유대인들이성전에서바울을보고모든

무리를충동하여그를붙들고 28외치되 `이스라엘사

람들아도우라이사람은각처에서우리백성과율법

과이곳을훼방하여모든사람을가르치는그자인데

또헬라인을데리고성전에들어가서이거룩한곳을

더럽게하였다'하니 29이는저희가전에에베소사람

드로비모가바울과함께성내에있음을보고바울이

저를성전에데리고들어간줄로생각함일러라 30온

성이소동하여백성이달려와모여바울을잡아성전

밖으로끌고나가니문들이곧닫히더라 31저희가그

를죽이려할때에온예루살렘의요란하다는소문이

군대의천부장에게들리매 32저가급히군사들과백부

장들을거느리고달려내려가니저희가천부장과군사

들을보고바울치기를그치는지라 33이에천부장이

가까이가서바울을잡아 `두쇠사슬로결박하라'명하

고 `누구며무슨일을하였느냐?' 물으니 34무리가운

데서어떤이는이말로어떤이는저말로부르짖거늘

천부장이소동을인하여그실상을알수없어그를영

문안으로데려가라명하니라 35바울이층대에이를

때에무리의포행을인하여군사들에게들려가니 36이

는백성의무리가그를없이하자고외치며따라감이

러라 37바울을데리고영문으로들어가려할그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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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천부장더러이르되 `내가당신에게말할수있

느뇨?' 가로되 `네가헬라말을아느냐? 38그러면네가

이전에난을일으켜사천의자객을거느리고광야로

가던애굽인이아니냐?' 39바울이가로되 `나는유대

인이라소읍이아닌길리기아다소성의시민이니청

컨대백성에게말하기를허락하라' 하니 40천부장이

허락하거늘바울이층대위에서서백성에게손짓하여

크게종용히한후에히브리방언으로말하여가로되

22부형들아내가지금너희앞에서변명하는말을들

으라하더라 2저희가그히브리방언으로말함을듣고

더욱종용한지라이어가로되 3나는유대인으로길리

기아다소에서났고이성에서자라가말리엘의문하

에서우리조상들의율법의엄한교훈을받았고오늘

너희모든사람처럼하나님께대하여열심하는자라 4

내가이도를핍박하여사람을죽이기까지하고남녀

를결박하여옥에넘겼노니 5이에대제사장과모든장

로들이내증인이라또내가저희에게서다메섹형제

들에게가는공문을받아가지고거기있는자들도결

박하여예루살렘으로끌어다가형벌받게하려고가더

니 6가는데다메섹에가까왔을때에오정쯤되어홀연

히하늘로서큰빛이나를둘러비취매 7내가땅에엎

드러져들으니소리있어가로되사울아사울아네가

왜나를핍박하느냐하시거늘 8내가대답하되주여뉘

시니이까?하니가라사대나는네가핍박하는나사렛

예수라하시더라 9나와함께있는사람들이빛은보면

서도나더러말하시는이의소리는듣지못하더라 10

내가가로되주여무엇을하리이까?주께서가라사대

일어나다메섹으로들어가라정한바너희모든행할

것을거기서누가이르리라하시거늘 11나는그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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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채를인하여볼수없게되었으므로나와함께있는

사람들의손에끌려다메섹에들어갔노라 12율법에의

하면경건한사람으로거기사는모든유대인들에게

칭찬을듣는아나니아라하는이가 13내게와곁에서

서말하되형제사울아다시보라하거늘즉시그를쳐

다보았노라 14그가또가로되우리조상들의하나님이

너를택하여너로하여금자기뜻을알게하시며저의

인을보게하시고그입에서나오는음성을듣게하셨

으니 15네가그를위하여모든사람앞에서너의보고

들은것에증인이되리라 16이제는왜주저하느뇨일

어나주의이름을불러세례를받고너의죄를씻으라

하더라 17후에내가예루살렘으로돌아와서성전에서

기도할때에비몽사몽간에 18바울이한백부장을청하

여가로되 `이청년을천부장에게로인도하라그에게

무슨할말이있다' 하니후에내가예루살렘으로돌아

와서성전에서기도할때에비몽사몽간에바울이한

백부장을청하여가로되 `이청년을천부장에게로인

도하라그에게무슨할말이있다' 하니보매주께서내

게말씀하시되속히예루살렘에서나가라저희는네가

내게대하여증거하는말을듣지아니하리라하시거늘

19내가말하기를주여내가주믿는사람들을가두고

또각회당에서때리고 20또주의증인스데반의피를

흘릴적에내가곁에서서찬성하고그죽이는사람들

의옷을지킨줄저희도아나이다 21나더러또이르시

되떠나가라내가너를멀리이방인에게로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이말하는것까지저희가듣다가소리

질러가로되이러한놈은세상에서없이하자살려둘

자가아니라하여 23떠들며옷을벗어던지고티끌을

공중에날리니 24천부장이바울을영문안으로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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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명하고저희가무슨일로그를대하여떠드나알고

자하여채찍질하며신문하라한대 25가죽줄로바울을

매니바울이곁에섰는백부장더러이르되 `너희가로

마사람된자를죄도정치아니하고채찍질할수있느

냐? 하니 26백부장이듣고가서천부장에게전하여가

로되 `어찌하려하느뇨이는로마사람이라' 하니 27천

부장이와서바울에게말하되 `네가로마사람이냐? 내

게말하라'가로되 `그러하다' 28천부장이대답하되

`나는돈을많이들여이시민권을얻었노라'바울이가

로되 `나는나면서부터로라' 하니 29신문하려던사람

들이곧그에게서물러가고천부장도그가로마사람

인줄알고또는그결박한것을인하여두려워하니라

30이튿날천부장이무슨일로유대인들이그를송사하

는지실상을알고자하여그결박을풀고명하여제사

장들과온공회를모으고바울을데리고내려가서저

희앞에세우니라

23바울이공회를주목하여가로되 `여러분형제들아

오늘날까지내가범사에양심을따라하나님을섬겼노

라'하거늘 2대제사장아나니아가바울곁에섰는사

람들에게 `그입을치라'명하니 3바울이가로되 `회

칠한담이여!하나님이너를치시리로다네가나를율

법대로판단한다고앉아서율법을어기고나를치라

하느냐?' 하니 4곁에선사람들이말하되 `하나님의대

제사장을네가욕하느냐?' 5바울이가로되 `형제들아

나는그가대제사장인줄알지못하였노라기록하였으

되너희백성의관원을비방치말라하였느니라' 하더

라 6바울이그한부분은사두개인이요한부분은바

리새인인줄알고공회에서외쳐가로되여러분형제

들아나는바리새인이요또바리새인의아들이라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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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소망곧부활을인하여내가심문을받노라 7그

말을한즉바리새인과사두개인사이에다툼이생겨

무리가나누이니 8이는사두개인은부활도없고천사

도없고영도없다하고바리새인은다있다함이라 9

크게훤화가일어날새바리새인편에서몇서기관이

일어나다투어가로되 `우리가이사람을보매악한것

이없도다혹영이나혹천사가저더러말하였으면어

찌하겠느뇨'하여 10큰분쟁이생기니천부장이바울

이저희에게찢겨질까하여군사를명하여내려가무

리가운데서빼앗아가지고영문으로들어가라하니라

11그날밤에주께서바울곁에서서이르시되 `담대하

라네가예루살렘에서나의일을증거한것같이로마

에서도증거하여야하리라' 하시니라 12날이새매유

대인들이당을지어맹세하되 `바울을죽이기전에는

먹지도아니하고마시지도아니하겠다'하고 13이같이

동맹한자가사십여명이더라 14대제사장들과장로들

에게가서말하되 `우리가바울을죽이기전에는아무

것도먹지않기로굳게맹세하였으니 15이제너희는

그의사실을더자세히알아볼양으로공회와함께천

부장에게청하여바울을너희에게로데리고내려오게

하라우리는그가가까이오기전에죽이기로준비하

였노라' 하더니 16바울의생질이그들이매복하여있

다함을듣고와서영문에들어가바울에게고한지라

17천부장에게로데리고가서가로되 `죄수바울이나

를불러이청년이당신께할말이있다하여데리고가

기를청하더이다'하매 18천부장이그손을잡고물러

가서종용히묻되 `내게할말이무엇이냐?' 19대답하

되 `유대인들이공모하기를저희들이바울에대하여

더자세한것을묻기위함이라하고내일그를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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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로내려오기를당신께청하자하였으니 20당신은

저희청함을좇지마옵소서저희중에서바울을죽이

기전에는먹지도않고마시지도않기로맹세한자사

십여명이그를죽이려고숨어서지금다준비하고당

신의허락만기다리나이다' 하매 21이에천부장이청

년을보내며경계하되 `이일을내게고하였다고아무

에게도이르지말라'하고 22백부장둘을불러이르되

`밤제삼시에가이사랴까지갈보병이백명과마병칠

십명과창군이백명을준비하라'하고 23또바울을태

워총독벨릭스에게로무사히보내기위하여짐승을

준비하라명하며 24또이아래와같이편지하니일렀

으되 25글라우디오루시아는총독벨릭스각하에게문

안하노이다 26이사람이유대인들에게잡혀죽게된

것을내가로마사람인줄들어알고군사를거느리고

가서구원하여다가 27유대인들이무슨일로그를송사

하는지알고자하여저희공회로데리고내려갔더니

28송사하는것이저희율법문제에관한것뿐이요한

가지도죽이거나결박할사건이없음을발견하였나이

다 29그러나이사람을해하려는간계가있다고누가

내게알게하기로곧당신께로보내며또송사하는사

람들도당신앞에서그를대하여말하라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0보병이명을받은대로밤에바울을데리

고안디바드리에이르러 31이튿날마병으로바울을호

송하게하고영문으로돌아가니라 32저희가가이사랴

에들어가서편지를총독에게드리고바울을그앞에

세우니 33총독이읽고바울더러 `어느영지사람이냐

?' 물어갈리기아사람인줄알고 34가로되 `너를송사

하는사람들이오거든네말을들으리라' 하고헤롯궁

에그를지키라명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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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닷새후에대제사장아나니아가어떤장로들과한

변사더둘로와함께내려와서총독앞에서바울을고

소하니라 2바울을부르매더둘로가송사하여가로되

3 `벨릭스각하여우리가당신을힘입어태평을누리고

또이민족이당신의선견을인하여여러가지로개량

된것을우리가어느모양으로나어느곳에서나감사

무지하옵나이다 4당신을더괴롭게아니하려하여우

리가대강여짜옵나니관용하여들으시기를원하나이

다 5우리가보니이사람은염병이라천하에퍼진유

대인을다소요케하는자요나사렛이단의괴수라 6

저가또성전을더럽게하려하므로우리가잡았사오

니 7당신이친히그를심문하시면 8우리의송사하는

이모든일을아실수있나이다' 하니 9유대인들도이

에참가하여이말이옳다주장하니라 10총독이바울

에게머리로표시하여말하라하니그가대답하되 `당

신이여러해전부터이민족의재판장된것을내가알

고내사건에대하여기쁘게변명하나이다 11당신이

아실수있는바와같이내가예루살렘에예배하러올

라간지열이틀밖에못되었고 12저희는내가성전에

서아무와변론하는것이나회당과또는성중에서무

리를소동케하는것을보지못하였으니 13이제나를

송사하는모든일에대하여저희가능히당신앞에내

세울것이없나이다 14그러나이것을당신께고백하리

이다나는저희가이단이라하는도를좇아조상의하

나님을섬기고율법과및선지자들의글에기록된것

을다믿으며 15저희의기다리는바하나님께향한소

망을나도가졌으니곧의인과악인의부활이있으리

라함이라 16이것을인하여나도하나님과사람을대

하여항상양심에거리낌이없기를힘쓰노라 17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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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만에내가내민족을구제할것과제물을가지고와

서 18드리는중에내가결례를행하였고모임도없고

소동도없이성전에있는것을저희가보았나이다그

러나아시아로부터온어떤유대인들이있었으니 19저

희가만일나를반대할사건이있으면마땅히당신앞

에와서송사하였을것이요 20그렇지않으면이사람

들이내가공회앞에섰을때에무슨옳지않은것을보

았는가말하라하소서 21오직내가저희가운데서서

외치기를내가죽은자의부활에대하여오늘너희앞

에심문을받는다고한이한소리가있을따름이니이

다'하니 22벨릭스가이도에관한것을더자세히아는

고로연기하여가로되천부장루시아가내려오거든너

희일을처결하리라하고 23백부장을명하여 `바울을

지키되자유를주며친구중아무나수종하는것을금

치말라'하니라 24수일후에벨릭스가그아내유대여

자드루실라와함께와서바울을불러그리스도예수

믿는도를듣거늘 25바울이의와절제와장차오는심

판을강론하니벨릭스가두려워하여대답하되 `시방은

가라내가틈이있으면너를부르리라'하고 26동시에

또바울에게서돈을받을까바라는고로더자주불러

같이이야기하더라 27이태를지내서보르기오베스도

가벨릭스의소임을대신하니벨릭스가유대인의마음

을얻고자하여바울을구류하여두니라

25베스도가도임한지삼일후에가이사랴에서예루

살렘으로올라가니 2대제사장들과유대인중높은사

람들이바울을고소할새 3베스도의호의로바울을예

루살렘으로옮겨보내기를청하니이는길에매복하였

다가그를죽이고자함이러라 4베스도가대답하여바

울이가이사랴에구류된것과자기도미구에떠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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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말하고 5또가로되 `너희중유력한자들은나아

함께내려가서그사람에게만일옳지아니한일이있

거든송사하라'하니라 6베스도가그들가운데서팔

일혹십일을지낸후가이사랴로내려가서이튿날재

판자리에앉고바울을데려오라명하니 7그가나오매

예루살렘에서내려온유대인들이둘러서서여러가지

중대한사건으로송사하되능히증명하지못한지라 8

바울이변명하여가로되 `유대인의율법이나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내가도무지죄를범하지아니하였노라'

하니 9베스도가유대인의마음을얻고자하여바울더

러묻되 `네가예루살렘에올라가서이사건에대하여

내앞에서심문을받으려느냐?' 10바울이가로되 `내

가가이사의재판자리앞에섰으니마땅히거기서심

문을받을것이라당신도잘아시는바에내가유대인

들에게불의를행한일이없나이다 11만일내가불의

를행하여무슨사죄를범하였으면죽기를사양치아

니할것이나만일이사람들의나를송사하는것이다

사실이아니면누구든지나를그들에게내어줄수없

삽나이다내가가이사께호소하노라'한대 12베스도가

배석자들과상의하고가로되 `네가가이사에게호소하

였으니가이사에게갈것이라'하니라 13수일후에아

그립바왕과버니게가베스도에게문안하러가이사랴

에와서 14여러날을있더니베스도가바울의일로왕

에게고하여가로되벨릭스가한사람을구류하여두

었는데 15내가예루살렘에있을때에유대인의대제사

장들과장로들이그를고소하여정죄하기를청하기에

16내가대답하되무릇피고가원고들앞에서고소사

건에대하여변명할기회가있기전에내어주는것이

로마사람의법이아니라하였노라 17그러므로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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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함께여기오매내가지체하지아니하고이튿날

재판자리에앉아명하여그사람을데려왔으나 18원

고들이서서나의짐작하던것같은악행의사건은하

나도제출치아니하고 19오직자기들의종교와또는

예수라하는이의죽은것을살았다고바울이주장하

는그일에관한문제로송사하는것뿐이라 20내가이

일을어떻게사실할는지의심이있어서바울에게묻되

예루살렘에올라가서이일에심문을받으려느냐한즉

21바울은황제의판결을받도록자기를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내가그를가이사에게보내기까지지켜두

라명하였노라'하니 22아그립바가베스도더러이르되

`나도이사람의말을듣고자하노라'베스도가가로되

`내일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이튿날아그립바와버

니게가크게위의를베풀고와서천부장들과성중의

높은사람들과함께신문소에들어오고베스도의명으

로바울을데려오니 24베스도가말하되 `아그립바왕

과여기같이있는여러분이여당신들의보는이사람

은유대의모든무리가크게외치되살려두지못할사

람이라고하여예루살렘에서와여기서도내게청원하

였으나 25나는살피건대죽일죄를범한일이없더이

다그러나저가황제에게호소한고로보내기를작정

하였나이다 26그에게대하여황제께확실한사실을아

뢸것이없으므로심문한후상소할재료가있을까하

여당신들앞특히아그립바왕당신앞에그를내어세

웠나이다 27그죄목을베풀지아니하고죄수를보내는

것이무리한일인줄아나이다' 하였더라

26아그립바가바울더러이르되 `너를위하여말하기

를네게허락하노라' 하니이에바울이손을들어변명

하되 2아그립바왕이여유대인이모든송사하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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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당신앞에서변명하게된것을다행히여기옵나

이다 3특히당신이유대인의모든풍속과및문제를

아심이니이다그러므로내말을너그러이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4내가처음부터내민족중에와예루살

렘에서젊었을때생활한상태를유대인이다아는바

라 5일찍부터나를알았으니저희가증거하려하면내

가우리종교의가장엄한파를좇아바리새인의생활

을하였다고할것이라 6이제도여기서서심문받는

것은하나님이우리조상에게약속하신것을바라는

까닭이니 7이약속은우리열두지파가밤낮으로간

절히하나님을받들어섬김으로얻기를바라는바인데

아그립바왕이여이소망을인하여내가유대인들에게

송사를받는것이니이다 8당신들은하나님이죽은사

람다시살리심을어찌하여못믿을것으로여기나이

까 9나도나사렛예수의이름을대적하여범사를행하

여야될줄스스로생각하고 10예루살렘에서이런일

을행하여대제사장들에게서권세를얻어가지고많은

성도를옥에가두며또죽일때에내가가편투표를하

였고 11또모든회당에서여러번형벌하여강제로모

독하는말을하게하고저희를대하여심히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가서핍박하였고 12그일로대제사장들

의권세와위임을받고다메섹으로갔나이다 13왕이여

때가정오나되어길에서보니하늘로서해보다더밝

은빛이나아내동행들을둘러비추는지라 14우리가

다땅에엎드러지매내가소리를들으니히브리방언

으로이르되사울아사울아네가어찌하여나를핍박

하느냐가시채를뒷발질하기가네게고생이니라 15내

가대답하되주여뉘시니이까주께서가라사대나는

네가핍박하는예수라 16일어나네발로서라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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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타난것은곧네가나를본일과장차내가네게

나타날일에너로사환과증인을삼으려함이니 17이

스라엘과이방인들에게서내가너를구원하여저희에

게보내어 18그눈을뜨게하여어두움에서빛으로사

단의권세에서하나님께로돌아가게하고죄사함과나

를믿어거룩케된무리가운데서기업을얻게하리라

하더이다 19아그립바왕이여그러므로하늘에서보이

신것을내가거스리지아니하고 20먼저다메섹에와

또예루살렘에있는사람과유대온땅과이방인에게

까지회개하고하나님께로돌아가서회개에합당한일

을행하라선전하므로 21유대인들이성전에서나를잡

아죽이고자하였으나 22하나님의도우심을받아내가

오늘까지서서높고낮은사람앞에서증거하는것은

선지자들과모세가반드시되리라고말한것밖에없으

니 23곧그리스도가고난을받으실것과죽은자가운

데서먼저다시살아나사이스라엘과이방인들에게빛

을선전하시리라함이니이다하니라 24바울이이같이

변명하매베스도가크게소리하여가로되 `바울아네

가미쳤도다네많은학문이너를미치게한다' 하니 25

바울이가로되 `베스도각하여내가미친것이아니요

참되고정신차린말을하나이다 26왕께서는이일을

아시기로내가왕께담대히말하노니이일에하나라

도아시지못함이없는줄믿나이다이일은한편구석

에서행한것이아니로소이다 27아그립바왕이여선지

자를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줄아나이다' 28아그립

바가바울더러이르되 `네가적은말로나를권하여그

리스도인이되게하려하는도다' 29바울이가로되 `말

이적으나많으나당신뿐아니라오늘네말을듣는모

든사람도다이렇게결박한것외에는나와같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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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하나님께원하노이다' 하니라 30왕과총독과버니

게와그함께앉은사람들이다일어나서 31물러가서

로말하되 `이사람은사형이나결박을당할만한행사

가없다' 하더라 32이에아그립바가베스도더러일러

가로되 `이사람이만일가이사에게호소하지아니하

였더면놓을수있을뻔하였다' 하니라

27우리의배타고이달리야로갈일이작정되매바울

과다른죄수몇사람을아구사도대의백부장율리오

란사람에게맡기니 2아시아해변각처로가려하는

아드라뭇데노배에우리가올라행선할새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사람아리스다고도함께하니라 3이튿날

시돈에대니율리오가바울을친절히하여친구들에게

가서대접받음을허락하더니 4또거기서우리가떠나

가다가바람의거스림을피하여구브로해안을의지하

고행선하여 5길리기아와밤빌리아바다를건너루기

아의무라성에이르러 6거기서백부장이이달리야로

가려하는알렉산드리아배를만나우리를오르게하

니 7배가더디가여러날만에간신히니도맞은편에

이르러풍세가더허락지아니하므로살모네앞을지

나그레데해안을의지하고행선하여 8간신히그연안

을지나미항이라는곳에이르니라새아성에서가깝더

라 9여러날이걸려금식하는절기가이미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위태한지라바울이저희를권하여 10말하

되 `여러분이여,내가보니이번행선이하물과배만아

니라우리생명에도타격과많은손해가있으리라' 하

되 11백부장이선장과선주의말을바울의말보다더

믿더라 12그항구가과동하기에불편하므로거기서떠

나아무쪼록뵈닉스에가서과동하자하는자가더많

으니뵈닉스는그레데항구라한편은동북을, 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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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을향하였더라 13남풍이순하게불매저희가득의

한줄알고닻을감아그레데해변을가까이하고행선

하더니 14얼마못되어섬가운데로서유라굴로라는광

풍이대작하니 15배가밀려바람을맞추어갈수없어

가는대로두고쫓겨가다가 16가우다라는작은섬아

래로지나간신히거루를잡아 17끌어올리고줄을가

지고선체를둘러감고스르디스에걸릴까두려워연

장을내리고그냥쫓겨가더니 18우리가풍랑으로심히

애쓰다가이튿날사공들이짐을바다에풀어버리고

19사흘째되는날에배의기구를저희손으로내어버

리니라 20여러날동안해와별이보이지아니하고큰

풍랑이그대로있으매구원의여망이다없어졌더라

21여러사람이오래먹지못하였으매바울이가운데

서서말하되여러분이여내말을듣고그레데에서떠

나지아니하여이타격과손상을면하였더면좋을뻔

하였느니라 22내가너희를권하노니이제는안심하라

너희중생명에는아무손상이없겠고오직배뿐이리

라 23나의속한바곧나의섬기는하나님의사자가어

제밤에내곁에서서말하되 24바울아두려워말라네

가가이사앞에서야하겠고또하나님께서너와함께

행선하는자를다네게주셨다하였으니 25그러므로

여러분이여안심하라나는내게말씀하신그대로되리

라! 고하나님을믿노라 26그러나우리가한섬에걸리

리라하더라 27열나흘째되는날밤에우리가아드리

아바다에이리저리쫓겨가더니밤중쯤되어사공들

이어느육지에가까와지는줄을짐작하고 28물을재

어보니이십길이되고조금가다가다시재니열다섯

길이라 29암초에걸릴까하여고물로닻넷을주고날

이새기를고대하더니 30사공들이도망하고자하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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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닻을주려는체하고거루를바다에내려놓거늘

31바울이백부장과군사들에게이르되 `이사람들이

배에있지아니하면너희가구원을얻지못하리라' 하

니 32이에군사들이거룻줄을끊어떼어버리니라 33

날이새어가매바울이여러사람을음식먹으라권하

여가로되너희가기다리고기다리며먹지못하고주

린지가오늘까지열나흘인즉 34음식먹으라권하노

니이것이너희구원을위하는것이요너희중머리터

럭하나라도잃을자가없느니라하고 35떡을가져다

가모든사람앞에서하나님께축사하고떼어먹기를

시작하매 36저희도다안심하고받아먹으니 37배에

있는우리의수는전부이백칠십륙인이러라 38배부

르게먹고밀을바다에버려배를가볍게하였더니 39

날이새매어느땅인지알지못하나경사진해안으로

된항만이눈에띄거늘배를거기에들여다댈수있는

가의논한후 40닻을끊어바다에버리는동시에킷줄

을늦추고돛을달고바람을맞추어해안을향하여들

어가다가 41두물이합하여흐르는곳을당하여배를

걸매이물은부딪혀움직일수없이붙고고물은큰물

결에깨어져가니 42군사들은죄수가헤엄쳐서도망할

까하여저희를죽이는것이좋다하였으나 43백부장

이바울을구원하려하여저희의뜻을막고헤엄칠줄

아는사람들을명하여물에뛰어내려먼저육지에나

가게하고 44그남은사람들은널조각혹은배물건에

의지하여나가게하니마침내사람들이다상륙하여

구원을얻으니라

28우리가구원을얻은후에안즉그섬은멜리데라

하더라 2토인들이우리에게특별한동정을하여비가

오고날이차매불을피워우리를다영접하더라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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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한뭇나무를거두어불에넣으니뜨거움을인하

여독사가나와그손을물고있는지라 4토인들이이

짐승이그손에달림을보고서로말하되 `진실로이사

람은살인한자로다바다에서는구원을얻었으나공의

가살지못하게하심이로다'하더니 5바울이그짐승

을불에떨어버리매조금도상함이없더라 6그가붓

든지혹갑자기엎드러져죽을줄로저희가기다렸더

니오래기다려도그에게아무이상이없음을보고돌

려생각하여말하되신이라하더라 7이섬에제일높

은사람보블리오라하는이가그근처에토지가있는

지라그가우리를영접하여사흘이나친절히유숙하게

하더니 8보블리오의부친이열병과이질에걸려누웠

거늘바울이들어가서기도하고그에게안수하여낫게

하매 9이러므로섬가운데다른병든사람들이와서

고침을받고 10후한예로우리를대접하고떠날때에

우리쓸것을배에올리더라 11석달후에그섬에서과

동한알렉산드리아배를우리가타고떠나니그배기

호는디오스구로라 12수라구사에대고사흘을있다가

13거기서둘러가서레기온에이르러하루를지난후

남풍이일어나므로이튿날보디올에이르러 14거기서

형제를만나저희의청함을받아이레를함께유하다

가로마로가니라 15거기형제들이우리소식을듣고

압비오저자와삼관까지맞으러오니바울이저희를

보고하나님께사례하고담대한마음을얻으니라 16우

리가로마에들어가니바울은자기를지키는한군사

와함께따로있게허락하더라 17사흘후에바울이유

대인중높은사람들을청하여모인후에이르되여러

분형제들아내가이스라엘백성이나우리조상의규

모를배척한일이없는데예루살렘에서로마인의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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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로내어준바되었으니 18로마인은나를심문하여

죽일죄목이없으므로놓으려하였으나 19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내가마지못하여가이사에게호소함이요

내민족을송사하려는것이아니로라 20이러하므로너

희를보고함께이야기하려고청하였노니이스라엘의

소망을인하여내가이쇠사슬에매인바되었노라 21

저희가가로되우리가유대에서네게대한편지도받

은일이없고또형제중누가와서네게대하여좋지

못한것을고하든지이야기한일도없느니라 22이에

우리가너의사상이어떠한가듣고자하노니이파에

대하여는어디서든지반대를받는줄우리가앎이라

하더라 23저희가일자를정하고그의우거하는집에

많이오니바울이아침부터저녁까지강론하여하나님

나라를증거하고모세의율법과선지자의말을가지고

예수의일로권하더라 24그말을믿는사람도있고믿

지아니하는사람도있어 25서로맞지아니하여흩어

질때에바울이한말로일러가로되성령이선지자이

사야로너희조상들에게말씀하신것이옳도다 26일렀

으되이백성에게가서말하기를너희가듣기는들어

도도무지깨닫지못하며보기는보아도도무지알지

못하는도다 27이백성들의마음이완악하여져서그귀

로는둔하게듣고그눈을감았으니이는눈으로보고

귀로듣고마음으로깨달아돌아와나의고침을받을

까함이라하였으니 28그런즉하나님의이구원을이

방인에게로보내신줄알라저희는또한들으리라하

더라 29 (없 음) 30바울이온이태를자기셋집에유하

며자기에게오는사람을다영접하고 31담대히하나

님나라를전파하며주예수그리스도께관한것을가

르치되금하는사람이없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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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예수그리스도의종바울은사도로부르심을받아

하나님의복음을위하여택정함을입었으니 2이복음

은하나님이선지자들로말미암아그의아들에관하여

성경에미리약속하신것이라 3이아들로말하면육신

으로는다윗의혈통에서나셨고 4성결의영으로는죽

은가운데서부활하여능력으로하나님의아들로인정

되셨으니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시니라 5그로말미

암아우리가은혜와사도의직분을받아그이름을위

하여모든이방인중에서믿어순종케하나니 6너희도

그들중에있어예수그리스도의것으로부르심을입

은자니라 7로마에있어하나님의사랑하심을입고성

도로부르심을입은모든자에게하나님우리아버지

와주예수그리스도로좇아은혜와평강이있기를원

하노라 8첫째는내가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너희

모든사람을인하여내하나님께감사함은너희믿음

이온세상에전파됨이로다 9내가그의아들의복음

안에서내심령으로섬기는하나님이나의증인이되

시거니와항상내기도에쉬지않고너희를말하며 10

어떠하든지이제하나님의뜻안에서너희에게로나아

갈좋은길얻기를구하노라 11내가너희보기를심히

원하는것은무슨신령한은사를너희에게나눠주어

너희를견고케하려함이니 12이는곧내가너희가운

데서너희와나의믿음을인하여피차안위함을얻으

려함이라 13형제들아내가여러번너희에게가고자

한것을너희가모르기를원치아니하노니이는너희

중에서도다른이방인중에서와같이열매를맺게하

려함이로되지금까지길이막혔도다 14헬라인이나야

만이나지혜있는자나어리석은자에게다내가빚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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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15그러므로나는할수있는대로로마에있는너

희에게도복음전하기를원하노라 16내가복음을부끄

러워하지아니하노니이복음은모든믿는자에게구

원을주시는하나님의능력이됨이라첫째는유대인에

게요또한헬라인에게로다 17복음에는하나님의의가

나타나서믿음으로믿음에이르게하나니기록된바

오직의인은믿음으로말미암아살리라함과같으니라

18하나님의진노가불의로진리를막는사람들의모든

경건치않음과불의에대하여하늘로좇아나타나나니

19이는하나님을알만한것이저희속에보임이라하

나님께서이를저희에게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보이지아니하는것들곧그의영원하신능력과

신성이그만드신만물에분명히보여알게되나니그

러므로저희가핑계치못할지니라 (aïdios g126) 21하나님

을알되하나님으로영화롭게도아니하며감사치도아

니하고오히려그생각이허망하여지며미련한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스스로지혜있다하나우둔하게되어

23썩어지지아니하는하나님의영광을썩어질사람과

금수와버러지형상의우상으로바꾸었느니라 24그러

므로하나님께서저희를마음의정욕대로더러움에내

어버려두사저희몸을서로욕되게하셨으니 25이는

저희가하나님의진리를거짓것으로바꾸어피조물을

조물주보다더경배하고섬김이라주는곧영원히찬

송할이시로다아멘 (aiōn g165) 26이를인하여하나님께

서저희를부끄러운욕심에내어버려두셨으니곧저

희여인들도순리대로쓸것을바꾸어역리로쓰며 27

이와같이남자들도순리대로여인쓰기를버리고서

로향하여음욕이불일듯하매남자가남자로더불어

부끄러운일을행하여저희의그릇됨에상당한보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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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신에받았느니라 28또한저희가마음에하나님

두기를싫어하매하나님께서저희를그상실한마음대

로내어버려두사합당치못한일을하게하셨으니 29

곧모든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가득한자요시기, 살

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득한자요, 수군수군하는자

요 30비방하는자요,하나님의미워하시는자요,능욕

하는자요, 교만한자요, 자랑하는자요, 악을도모하는

자요,부모를거역하는자요 31우매한자요,배약하는

자요, 무정한자요, 무자비한자라 32저희가이같은일

을행하는자는사형에해당하다고하나님의정하심을

알고도자기들만행할뿐아니라또한그일을행하는

자를옳다하느니라

2그러므로남을판단하는사람아! 무론누구든지네

가핑계치못할것은남을판단하는것으로네가너를

정죄함이니판단하는네가같은일을행함이니라 2이

런일을행하는자에게하나님의판단이진리대로되

는줄우리가아노라 3이런일을행하는자를판단하

고도같은일을행하는사람아네가하나님의판단을

피할줄로생각하느냐 4혹네가하나님의인자하심이

너를인도하여회개케하심을알지못하여그의인자

하심과용납하심과길이참으심의풍성함을멸시하느

뇨 5다만네고집과회개치아니한마음을따라진노

의날곧하나님의의로우신판단이나타나는그날에

임할진노를네게쌓는도다 6하나님께서각사람에게

그행한대로보응하시되 7참고선을행하여영광과

존귀와썩지아니함을구하는자에게는영생으로하시

고 (aiōnios g166) 8오직당을지어진리를좇지아니하고

불의를좇는자에게는노와분으로하시리라 9악을행

하는각사람의영에게환난과곤고가있으리니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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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유대인에게요또한헬라인에게며 10선을행하는각

사람에게는영광과존귀와평강이있으리니첫째는유

대인에게요또한헬라인에게라 11이는하나님께서외

모로사람을취하지아니하심이니라 12무릇율법없이

범죄한자는또한율법없이망하고무릇율법이있고

범죄한자는율법으로말미암아심판을받으리라 13하

나님앞에서는율법을듣는자가의인이아니요오직

율법을행하는자라야의롭다하심을얻으리니 14 (율

법없는이방인이본성으로율법의일을행할때는이

사람은율법이없어도자기가자기에게율법이되나니

15이런이들은그양심이증거가되어그생각들이서

로혹은송사하며혹은변명하여그마음에새긴율법

의행위를나타내느니라) 16곧내복음에이른바와같

이하나님이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사람들의은밀

한것을심판하시는그날이라 17유대인이라칭하는네

가율법을의지하며하나님을자랑하며 18율법의교훈

을받아하나님의뜻을알고지극히선한것을좋게여

기며 19네가율법에있는지식과진리의규모를가진

자로서소경의길을인도하는자요어두움에있는자

의빛이요 20어리석은자의훈도요어린아이의선생

이라고스스로믿으니 21그러면다른사람을가르치는

네가네자신을가르치지아니하느냐?도적질말라반

포하는네가도적질하느냐? 22간음하지말라말하는

네가간음하느냐?우상을가증히여기는네가신사물

건을도적질하느냐? 23율법을자랑하는네가율법을

범함으로하나님을욕되게하느냐? 24기록된바와같

이하나님의이름이너희로인하여이방인중에서모

독을받는도다 25네가율법을행한즉할례가유익하나

만일율법을범한즉네할례가무할례가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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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그런즉무할례자가율법의제도를지키면그무할례

를할례와같이여길것이아니냐 27또한본래무할례

자가율법을온전히지키면의문과할례를가지고율

법을범하는너를판단치아니하겠느냐? 28대저표면

적유대인이유대인이아니요표면적육신의할례가

할례가아니라 29오직이면적유대인이유대인이며할

례는마음에할지니신령에있고의문에있지아니한

것이라그칭찬이사람에게서가아니요다만하나님에

게서니라

3그런즉유대인의나음이무엇이며할례의유익이무

엇이뇨 2범사에많으니첫째는저희가하나님의말씀

을맡았음이니라 3어떤자들이믿지아니하였으면어

찌하리요그믿지아니함이하나님의미쁘심을폐하겠

느뇨 4그럴수없느니라사람은다거짓되되오직하

나님은참되시다할지어다기록된바주께서주의말

씀에의롭다함을얻으시고판단받으실때에이기려

하심이라함과같으니라 5그러나우리불의가하나님

의의를드러나게하면무슨말하리요내가사람의말

하는대로말하노니진노를내리시는하나님이불의하

시냐 6결코그렇지아니하니라만일그러하면하나님

께서어찌세상을심판하시리요 7그러나나의거짓말

로하나님의참되심이더풍성하여그의영광이되었

으면어찌나도죄인처럼심판을받으리요 8또는그러

면선을이루기위하여악을행하자하지않겠느냐(어

떤이들이이렇게비방하여우리가이런말을한다고

하니) 저희가정죄받는것이옳으니라 9그러면어떠

하뇨우리는나으뇨결코아니라유대인이나헬라인이

나다죄아래있다고우리가이미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한바의인은없나니하나도없으며 11깨닫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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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없고하나님을찾는자도없고 12다치우쳐한가지

로무익하게되고선을행하는자는없나니하나도없

도다 13저희목구멍은열린무덤이요그혀로는속임

을베풀며그입술에는독사의독이있고 14그입에는

저주와악독이가득하고 15그발은피흘리는데빠른

지라 16파멸과고생이그길에있어 17평강의길을알

지못하였고 18저희눈앞에하나님을두려워함이없느

니라함과같으니라 19우리가알거니와무릇율법이

말하는바는율법아래있는자들에게말하는것이니

이는모든입을막고온세상으로하나님의심판아래

있게하려함이니라 20그러므로율법의행위로그의

앞에의롭다하심을얻을육체가없나니율법으로는

죄를깨달음이니라 21이제는율법외에하나님의한

의가나타났으니율법과선지자들에게증거를받은것

이라 22곧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아모든

믿는자에게미치는하나님의의니차별이없느니라

23모든사람이죄를범하였으매하나님의영광에이르

지못하더니 24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구속으로말

미암아하나님의은혜로값없이의롭다하심을얻은

자되었느니라 25이예수를하나님이그의피로인하

여믿음으로말미암는화목제물로세우셨으니이는

하나님께서길이참으시는중에전에지은죄를간과

하심으로자기의의로우심을나타내려하심이니 26곧

이때에자기의의로우심을나타내사자기도의로우시

며또한예수믿는자를의롭다하려하심이니라 27그

런즉자랑할데가어디뇨있을수가없느니라무슨법

으로냐행위로냐아니라오직믿음의법으로니라 28그

러므로사람이의롭다하심을얻는것은율법의행위

에있지않고믿음으로되는줄우리가인정하노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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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홀로유대인의하나님뿐이시뇨또이방인의

하나님은아니시뇨진실로이방인의하나님도되시느

니라 30할례자도믿음으로말미암아또는무할례자도

믿음으로말미암아의롭다하실하나님은한분이시니

라 31그런즉우리가믿음으로말미암아율법을폐하느

뇨그럴수없느니라도리어율법을굳게세우느니라

4그런즉육신으로우리조상된아브라함이무엇을얻

었다하리요 2만일아브라함이행위로써의롭다하심

을얻었으면자랑할것이있으려니와하나님앞에서는

없느니라 3성경이무엇을말하느뇨아브라함이하나

님을믿으매이것이저에게의로여기신바되었느니라

4일하는자에게는그삯을은혜로여기지아니하고빚

으로여기거니와 5일을아니할지라도경건치아니한

자를의롭다하시는이를믿는자에게는그의믿음을

의로여기시나니 6일한것이없이하나님께의로여기

심을받는사람의행복에대하여다윗의말한바 7그

불법을사하심을받고그죄를가리우심을받는자는

복이있고 8주께서그죄를인정치아니하실사람은

복이있도다함과같으니라 9그런즉이행복이할례자

에게뇨혹무할례자에게도뇨대저우리가말하기를아

브라함에게는그믿음을의로여기셨다하노라 10그런

즉이를어떻게여기셨느뇨할례시냐무할례시냐할례

시가아니라무할례시니라 11저가할례의표를받은

것은무할례시에믿음으로된의를인친것이니이는

무할례자로서믿는모든자의조상이되어저희로의

로여기심을얻게하려하심이라 12또한할례자의조

상이되었나니곧할례받을자에게뿐아니라우리조

상아브라함의무할례시에가졌던믿음의자취를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아브라함이나그후손에게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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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가되리라고하신언약은율법으로말미암은것이

아니요오직믿음의의로말미암은것이니라 14만일

율법에속한자들이후사이면믿음은헛것이되고약

속은폐하여졌느니라 15율법은진노를이루게하나니

율법이없는곳에는범함도없느니라 16그러므로후사

가되는이것이은혜에속하기위하여믿음으로되나

니이는그약속을그모든후손에게굳게하려하심이

라율법에속한자에게뿐아니라아브라함의믿음에

속한자에게도니아브라함은하나님앞에서우리모든

사람의조상이라 17기록된바내가너를많은민족의

조상으로세웠다하심과같으니그의믿은바하나님은

죽은자를살리시며없는것을있는것같이부르시는

이시니라 18아브라함이바랄수없는중에바라고믿

었으니이는네후손이이같으리라하신말씀대로많

은민족의조상이되게하려하심을인함이라 19그가

백세나되어자기몸의죽은것같음과사라의태의죽

은것같음을알고도믿음이약하여지지아니하고 20믿

음이없어하나님의약속을의심치않고믿음에견고

하여져서하나님께영광을돌리며 21약속하신그것을

또한능히이루실줄을확신하였으니 22그러므로이것

을저에게의로여기셨느니라 23저에게의로여기셨다

기록된것은아브라함만위한것이아니요 24의로여

기심을받을우리도위함이니곧예수우리주를죽은

자가운데서살리신이를믿는자니라 25예수는우리

범죄함을위하여내어줌이되고또한우리를의롭다

하심을위하여살아나셨느니라

5그러므로우리가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얻었은즉

우리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나님으로더불어

화평을누리자 2또한그로말미암아우리가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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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는이은혜에들어감을얻었으며하나님의영광을

바라고즐거워하느니라 3다만이뿐아니라우리가환

난중에도즐거워하나니이는환난은인내를 4인내는

연단을연단은소망을이루는줄앎이로다 5소망이부

끄럽게아니함은우리에게주신성령으로말미암아하

나님의사랑이우리마음에부은바됨이니 6우리가아

직연약할때에기약대로그리스도께서경건치않은

자를위하여죽으셨도다 7의인을위하여죽는자가쉽

지않고선인을위하여용감히죽는자가혹있거니와 8

우리가아직죄인되었을때에그리스도께서우리를

위하여죽으심으로하나님께서우리에게대한자기의

사랑을확증하셨느니라 9그러면이제우리가그피를

인하여의롭다하심을얻었은즉더욱그로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구원을얻을것이니 10곧우리가원수

되었을때에그아들의죽으심으로말미암아하나님으

로더불어화목되었은즉화목된자로서는더욱그의

살으심을인하여구원을얻을것이니라 11이뿐아니라

이제우리로화목을얻게하신우리주예수그리스도

로말미암아하나님안에서또한즐거워하느니라 12이

러므로한사람으로말미암아죄가세상에들어오고

죄로말미암아사망이왔나니이와같이모든사람이

죄를지었으므로사망이모든사람에게이르렀느니라

13죄가율법있기전에도세상에있었으나율법이없

을때에는죄를죄로여기지아니하느니라 14그러나

아담으로부터모세까지아담의범죄와같은죄를짓지

아니한자들위에도사망이왕노릇하였나니아담은오

실자의표상이라 15그러나이은사는그범죄와같지

아니하니곧한사람의범죄를인하여많은사람이죽

었은즉더욱하나님의은혜와또는한사람예수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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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은혜로말미암은선물이많은사람에게넘쳤으

리라 16또이선물은범죄한한사람으로말미암은것

과같지아니하니심판은한사람을인하여정죄에이

르렀으나은사는많은범죄를인하여의롭다하심에

이름이니라 17한사람의범죄를인하여사망이그한

사람으로말미암아왕노릇하였은즉더욱은혜와의의

선물을넘치게받는자들이한분예수그리스도로말

미암아생명안에서왕노릇하리로다 18그런즉한범죄

로많은사람이정죄에이른것같이의의한행동으로

말미암아많은사람이의롭다하심을받아생명에이

르렀느니라 19한사람의순종치아니함으로많은사람

이죄인된것같이한사람의순종하심으로많은사람

이의인이되리라 20율법이가입한것은범죄를더하

게하려함이라그러나죄가더한곳에은혜가넘쳤나

니 21이는죄가사망안에서왕노릇한것같이은혜도

또한의로말미암아왕노릇하여우리주예수그리스

도로말미암아영생에이르게하려함이니라 (aiōnios

g166)

6그런즉우리가무슨말하리요은혜를더하게하려

고죄에거하겠느뇨 2그럴수없느니라죄에대하여

죽은우리가어찌그가운데더살리요 3무릇그리스

도예수와합하여세례를받은우리는그의죽으심과

합하여세례받은줄을알지못하느뇨 4그러므로우리

가그의죽으심과합하여세례를받음으로그와함께

장사되었나니이는아버지의영광으로말미암아그리

스도를죽은자가운데서살리심과같이우리로또한

새생명가운데서행하게하려함이니라 5만일우리가

그의죽으심을본받아연합한자가되었으면또한그

의부활을본받아연합한자가되리라 6우리가알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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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리옛사람이예수와함께십자가에못박힌것은

죄의몸이멸하여다시는우리가죄에게종노릇하지

아니하려함이니 7이는죽은자가죄에서벗어나의롭

다하심을얻었음이니라 8만일우리가그리스도와함

께죽었으면또한그와함께살줄을믿노니 9이는그

리스도께서죽은자가운데서사셨으매다시죽지아

니하시고사망이다시그를주장하지못할줄을앎이로

라 10그의죽으심은죄에대하여단번에죽으심이요

그의살으심은하나님께대하여살으심이니 11이와같

이너희도너희자신을죄에대하여는죽은자요그리

스도예수안에서하나님을대하여는산자로여길지

어다 12그러므로너희는죄로너희죽을몸에왕노릇하

지못하게하여몸의사욕을순종치말고 13또한너희

지체를불의의병기로죄에게드리지말고오직너희

자신을죽은자가운데서다시산자같이하나님께드

리며너의지체를의의병기로하나님께드리라 14죄

가너희를주관치못하리니이는너희가법아래있지

아니하고은혜아래있음이니라 15그런즉어찌하리요

우리가법아래있지아니하고은혜아래있으니죄를

지으리요그럴수없느니라 16너희자신을종으로드

려누구에게순종하든지그순종함을받는자의종이

되는줄을너희가알지못하느냐혹은죄의종으로사

망에이르고순종의종으로의에이르느니라 17하나님

께감사하리로다너희가본래죄의종이더니너희에게

전하여준바교훈의본을마음으로순종하여 18죄에게

서해방되어의에게종이되었느니라 19너희육신이

연약하므로내가사람의예대로말하노니전에너희가

너희지체를부정과불법에드려불법에이른것같이

이제는너희지체를의에게종으로드려거룩함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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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라 20너희가죄의종이되었을때에는의에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너희가그때에무슨열매를얻었느

뇨이제는너희가그일을부끄러워하나니이는그마

지막이사망임이니라 22그러나이제는너희가죄에게

서해방되고하나님께종이되어거룩함에이르는열

매를얻었으니이마지막은영생이라 (aiōnios g166) 23죄

의삯은사망이요하나님의은사는그리스도예수우

리주안에있는영생이니라 (aiōnios g166)

7형제들아내가법아는자들에게말하노니너희는

율법이사람의살동안만그를주관하는줄알지못하

느냐 2남편있는여인이그남편생전에는법으로그

에게매인바되나만일그남편이죽으면남편의법에

서벗어났느니라 3그러므로만일그남편생전에다른

남자에게가면음부라이르되남편이죽으면그법에

서자유케되나니다른남자에게갈지라도음부가되

지아니하느니라 4그러므로내형제들아너희도그리

스도의몸으로말미암아율법에대하여죽임을당하였

으니이는다른이곧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신이에

게가서우리로하나님을위하여열매를맺히게하려

함이니라 5우리가육신에있을때에는율법으로말미

암는죄의정욕이우리지체중에역사하여우리로사

망을위하여열매를맺게하였더니 6이제는우리가얽

매였던것에대하여죽었으므로율법에서벗어났으니

이러므로우리가영의새로운것으로섬길것이요의

문의묵은것으로아니할지니라 7그런즉우리가무슨

말하리요율법이죄냐그럴수없느니라율법으로말

미암지않고는내가죄를알지못하였니곧율법이탐

내지말라하지아니하였더면내가탐심을알지못하

였으리라 8그러나죄가기회를타서계명으로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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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속에서각양탐심을이루었나니이는법이없으

면죄가죽은것임이니라 9전에법을깨닫지못할때

에는내가살았더니계명이이르매죄는살아나고나

는죽었도다 10생명에이르게할그계명이내게대하

여도리어사망에이르게하는것이되었도다 11죄가

기회를타서계명으로말미암아나를속이고그것으로

나를죽였는지라 12이로보건대율법도거룩하며계명

도거룩하며의로우며선하도다 13그런즉선한것이

내게사망이되었느뇨그럴수없느니라오직죄가죄

로드러나기위하여선한그것으로말미암아나를죽

게만들었으니이는계명으로말미암아죄로심히죄

되게하려함이니라 14우리가율법은신령한줄알거

니와나는육신에속하여죄아래팔렸도다 15나의행

하는것을내가알지못하노니곧원하는이것은행하

지아니하고도리어미워하는그것을함이라 16만일

내가원치아니하는그것을하면내가이로율법의선

한것을시인하노니 17이제는이것을행하는자가내

가아니요내속에거하는죄니라 18내속곧내육신에

선한것이거하지아니하는줄을아노니원함은내게

있으나선을행하는것은없노라 19내가원하는바선

은하지아니하고도리어원치아니하는바악은행하

는도다 20만일내가원치아니하는그것을하면이를

행하는자가내가아니요내속에거하는죄니라 21그

러므로내가한법을깨달았노니곧선을행하기원하

는나에게악이함께있는것이로다 22내속사람으로

는하나님의법을즐거워하되 23내지체속에서한다

른법이내마음의법과싸워내지체속에있는죄의

법아래로나를사로잡아오는것을보는도다 24오호

라! 나는곤고한사람이로다이사망의몸에서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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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건져내랴 25우리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

나님께감사하리로다그런즉내자신이마음으로는하

나님의법을육신으로는죄의법을섬기노라

8그러므로이제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자에게는

결코정죄함이없나니 2이는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

생명의성령의법이죄와사망의법에서너를해방하

였음이라 3율법이육신으로말미암아연약하여할수

없는그것을하나님은하시나니곧죄를인하여자기

아들을죄있는육신의모양으로보내어육신에죄를

정하사 4육신을좇지않고그영을좇아행하는우리

에게율법의요구를이루어지게하려하심이니라 5육

신을좇는자는육신의일을영을좇는자는영의일을

생각하나니 6육신의생각은사망이요영의생각은생

명과평안이니라 7육신의생각은하나님과원수가되

나니이는하나님의법에굴복치아니할뿐아니라할

수도없음이라 8육신에있는자들은하나님을기쁘시

게할수없느니라 9만일너희속에하나님의영이거

하시면너희가육신에있지아니하고영에있나니누

구든지그리스도의영이없으면그리스도의사람이아

니라 10또그리스도께서너희안에계시면몸은죄로

인하여죽은것이나영은의를인하여산것이니라 11

예수를죽은자가운데서살리신이의영이너희안에

거하시면그리스도예수를죽은자가운데서살리신

이가너희안에거하시는그의영으로말미암아너희

죽을몸도살리시리라 12그러므로형제들아우리가빚

진자로되육신에게져서육신대로살것이아니니라

13너희가육신대로살면반드시죽을것이로되영으로

써몸의행실을죽이면살리니 14무릇하나님의영으

로인도함을받는그들은곧하나님의아들이라 15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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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다시무서워하는종의영을받지아니하였고양

자의영을받았으므로아바아버지라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친히우리영으로더불어우리가하나님의자

녀인것을증거하시나니 17자녀이면또한후사곧하

나님의후사요그리스도와함께한후사니우리가그

와함께영광을받기위하여고난도함께받아야될것

이니라 18생각건대현재의고난은장차우리에게나타

날영광과족히비교할수없도다 19피조물의고대하

는바는하나님의아들들의나타나는것이니 20피조물

이허무한데굴복하는것은자기뜻이아니요오직굴

복케하시는이로말미암음이라 21그바라는것은피

조물도썩어짐의종노릇한데서해방되어하나님의자

녀들의영광의자유에이르는것이니라 22피조물이다

이제까지함께탄식하며함께고통하는것을우리가

아나니 23이뿐아니라또한우리곧성령의처음익은

열매를받은우리까지도속으로탄식하여양자될것

곧우리몸의구속을기다리느니라 24우리가소망으로

구원을얻었으매보이는소망이소망이아니니보는

것을누가바라리요 25만일우리가보지못하는것을

바라면참음으로기다릴지니라 26이와같이성령도우

리연약함을도우시나니우리가마땅히빌바를알지

못하나오직성령이말할수없는탄식으로우리를위

하여친히간구하시느니라 27마음을감찰하시는이가

성령의생각을아시나니이는성령이하나님의뜻대로

성도를위하여간구하심이니라 28우리가알거니와하

나님을사랑하는자곧그뜻대로부르심을입은자들

에게는모든것이합력하여선을이루느니라 29하나님

이미리아신자들로또한그아들의형상을본받게하

기위하여미리정하셨으니이는그로많은형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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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맏아들이되게하려하심이니라 30또미리정하신

그들을또한부르시고부르신그들을또한의롭다하

시고의롭다하신그들을또한영화롭게하셨느니라

31그런즉이일에대하여우리가무슨말하리요만일

하나님이우리를위하시면누가우리를대적하리요 32

자기아들을아끼지아니하시고우리모든사람을위

하여내어주신이가어찌그아들과함께모든것을우

리에게은사로주지아니하시겠느뇨 33누가능히하나

님의택하신자들을송사하리요의롭다하신이는하

나님이시니 34누가정죄하리요죽으실뿐아니라다시

살아나신이는그리스도예수시니그는하나님우편에

계신자요우리를위하여간구하시는자시니라 35누가

우리를그리스도의사랑에서끊으리요환난이나곤고

나핍박이나기근이나적신이나위협이나칼이랴 36기

록된바우리가종일주를위하여죽임을당케되며도

살할양같이여김을받았나이다함과같으니라 37그러

나이모든일에우리를사랑하시는이로말미암아우

리가넉넉히이기느니라 38내가확신하노니사망이나

생명이나천사들이나권세자들이나현재일이나장래

일이나능력이나 39높음이나깊음이나다른아무피조

물이라도우리를우리주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하

나님의사랑에서끊을수없으리라

9내가그리스도안에서참말을하고거짓말을아니하

노라내게큰근심이있는것과마음에그치지않는고

통이있는것을내양심이성령안에서나로더불어증

거하노니 2 ( 1절과같음 ) 3나의형제곧골육의친척

을위하여내자신이저주를받아그리스도에게서끊

어질지라도원하는바로라 4저희는이스라엘사람이

라저희에게는양자됨과영광과언약들과율법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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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것과예배와약속들이있고 5조상들도저희것이

요육신으로하면그리스도가저희에게서나셨으니저

는만물위에계셔세세에찬양을받으실하나님이시

니라아멘 (aiōn g165) 6또한하나님의말씀이폐하여진

것같지않도다이스라엘에게서난그들이다이스라

엘이아니요 7또한아브라함의씨가다그자녀가아

니라오직이삭으로부터난자라야네씨라칭하리라

하셨으니 8곧육신의자녀가하나님의자녀가아니라

오직약속의자녀가씨로여기심을받느니라 9약속의

말씀은이것이라명년이때에내가이르리니사라에게

아들이있으리라하시니라 10이뿐아니라또한리브가

가우리조상이삭한사람으로말미암아잉태하였는

데 11그자식들이아직나지도아니하고무슨선이나

악을행하지아니한때에택하심을따라되는하나님

의뜻이행위로말미암지않고오직부르시는이에게

로말미암아서게하려하사 12리브가에게이르시되

큰자가어린자를섬기리라하셨나니 13기록된바내

가야곱은사랑하고에서는미워하였다하심과같으니

라 14그런즉우리가무슨말하리요하나님께불의가

있느뇨그럴수없느니라 15모세에게이르시되내가

긍휼히여길자를긍휼히여기고불쌍히여길자를불

쌍히여기리라하셨으니 16그런즉원하는자로말미암

음도아니요달음박질하는자로말미암음도아니요오

직긍휼히여기시는하나님으로말미암음이니라 17성

경이바로에게이르시되내가이일을위하여너를세

웠으니곧너로말미암아내능력을보이고내이름이

온땅에전파되게하려함이로라하셨으니 18그런즉

하나님께서하고자하시는자를긍휼히여기시고하고

자하시는자를강퍅케하시느니라 19혹네가내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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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그러면하나님이어찌하여허물하시느뇨누가

그뜻을대적하느뇨하리니 20이사람아! 네가뉘기에

감히하나님을힐문하느뇨지음을받은물건이지은

자에게어찌나를이같이만들었느냐말하겠느뇨 21토

기장이가진흙한덩이로하나는귀히쓸그릇을하나

는천히쓸그릇을만드는권이없느냐 22만일하나님

이그진노를보이시고그능력을알게하고자하사멸

하기로준비된진노의그릇을오래참으심으로관용하

시고 23또한영광받기로예비하신바긍휼의그릇에

대하여그영광의부요함을알게하고자하셨을지라도

무슨말하리요 24이그릇은우리니곧유대인중에서

뿐아니라이방인중에서도부르신자니라 25호세아

글에도이르기를내가내백성아닌자를내백성이라

사랑치아니한자를사랑한자라부르리라 26너희는

내백성이아니라한그곳에서저희가살아계신하나

님의아들이라부름을얻으리라함과같으니라 27또

이사야가이스라엘에관하여외치되이스라엘뭇자손

의수가비록바다의모래같을지라도남은자만구원

을얻으리니 28주께서땅위에서그말씀을이루사필

하시고끝내시리라하셨느니라 29또한이사야가미리

말한바만일만군의주께서우리에게씨를남겨두시

지아니하셨더면우리가소돔과같이되고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함과같으니라 30그런즉우리가무슨말

하리요의를좇지아니한이방인들이의를얻었으니

곧믿음에서난의요 31의의법을좇아간이스라엘은

법에이르지못하였으니 32어찌그러하뇨이는저희가

믿음에의지하지않고행위에의지함이라부딪힐돌에

부딪혔느니라 33기록된바보라내가부딪히는돌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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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반석을시온에두노니저를믿는자는부끄러움

을당치아니하리라함과같으니라

10형제들아내마음에원하는바와하나님께구하는

바는이스라엘을위함이니곧저희로구원을얻게함

이라 2내가증거하노니저희가하나님께열심이있으

나지식을좇은것이아니라 3하나님의의를모르고

자기의를세우려고힘써하나님의의를복종치아니

하였느니라 4그리스도는모든믿는자에게의를이루

기위하여율법의마침이되시니라 5모세가기록하되

율법으로말미암는의를행하는사람은그의로살리

라하였거니와 6믿음으로말미암는의는이같이말하

되네마음에누가하늘에올라가겠느냐하지말라하

니올라가겠느냐함은그리스도를모셔내리려는것이

요 7혹누가음부에내려가겠느냐하지말라하니내

려가겠느냐함은그리스도를죽은자가운데서모셔

올리려는것이라 (Abyssos g12) 8그러면무엇을말하느뇨

말씀이네게가까와네입에있으며네마음에있다하

였으니곧우리가전파하는믿음의말씀이라 9네가만

일네입으로예수를주로시인하며또하나님께서그

를죽은자가운데서살리신것을네마음에믿으면구

원을얻으리니 10사람이마음으로믿어의에이르고

입으로시인하여구원에이르느니라 11성경에이르되

누구든지저를믿는자는부끄러움을당하지아니하리

라하니 12유대인이나헬라인이나차별이없음이라한

주께서모든사람의주가되사저를부르는모든사람

에게부요하시도다 13누구든지주의이름을부르는자

는구원을얻으리라 14그런즉저희가믿지아니하는

이를어찌부르리요듣지도못한이를어찌믿으리요

전파하는자가없이어찌들으리요 15보내심을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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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으면어찌전파하리요기록된바아름답도다

좋은소식을전하는자들의발이여함과같으니라 16

그러나저희가다복음을순종치아니하였도다이사야

가가로되주여우리의전하는바를누가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그러므로믿음은들음에서나며들음은그

리스도의말씀으로말미암았느니라 18그러나내가말

하노니저희가듣지아니하였느뇨그렇지아니하다그

소리가온땅에퍼졌고그말씀이땅끝까지이르렀도

다하였느니라 19그러나내가말하노니이스라엘이알

지못하였느뇨먼저모세가이르되내가백성아닌자

로써너희를시기나게하며미련한백성으로써너희를

노엽게하리라하였고 20또한이사야가매우담대하여

이르되내가구하지아니하는자들에게찾은바되고

내게문의하지아니하는자들에게나타났노라하였고

21이스라엘을대하여가라사대순종치아니하고거스

려말하는백성에게내가종일내손을벌렸노라하셨

느니라

11그러므로내가말하노니하나님이자기백성을버

리셨느뇨그럴수없느니라나도이스라엘인이요아브

라함의씨에서난자요베냐민지파라 2하나님이그

미리아신자기백성을버리지아니하셨나니너희가

성경이엘리야를가리켜말한것을알지못하느냐저

가이스라엘을하나님께송사하되 3주여저희가주의

선지자들을죽였으며주의제단들을헐어버렸고나만

남았는데내목숨도찾나이다하니 4저에게하신대답

이무엇이뇨내가나를위하여바알에게무릎을꿇지

아니한사람칠천을남겨두었다하셨으니 5그런즉이

와같이이제도은혜로택하심을따라남은자가있느

니라 6만일은혜로된것이면행위로말미암지않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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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렇지않으면은혜가은혜되지못하느니라 7그런

즉어떠하뇨이스라엘이구하는그것을얻지못하고

오직택하심을입은자가얻었고그남은자들은완악

하여졌느니라 8기록된바하나님이오늘날까지저희

에게혼미한심령과보지못할눈과듣지못할귀를주

셨다함과같으니라 9또다윗이가로되저희밥상이

올무와덫과거치는것과보응이되게하옵시고 10저

희눈은흐려보지못하고저희등은항상굽게하옵소

서하였느니라 11그러므로내가말하노니저희가넘어

지기까지실족하였느뇨그럴수없느니라저희의넘어

짐으로구원이이방인에게이르러이스라엘로시기나

게함이니라 12저희의넘어짐이세상의부요함이되며

저희의실패가이방인의부요함이되거든하물며저희

의충만함이리요 13내가이방인인너희에게말하노라

내가이방인의사도인만큼내직분을영광스럽게여기

노니 14이는곧내골육을아무쪼록시기케하여저희

중에서얼마를구원하려함이라 15저희를버리는것이

세상의화목이되거든그받아들이는것이죽은자가

운데서사는것이아니면무엇이리요 16제사하는처음

익은곡식가루가거룩한즉떡덩이도그러하고뿌리

가거룩한즉가지도그러하니라 17또한가지얼마가

꺾여졌는데돌감람나무인네가그들중에접붙임이되

어참감람나무뿌리의진액을함께받는자되었은즉

18그가지들을향하여자긍하지말라자긍할지라도네

가뿌리를보전하는것이아니요뿌리가너를보전하

는것이니라 19그러면네말이가지들이꺾이운것은

나로접붙임을받게하려함이라하리니 20옳도다저희

는믿지아니하므로꺾이우고너는믿으므로섰느니라

높은마음을품지말고도리어두려워하라 21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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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지들도아끼지아니하셨은즉너도아끼지아니하

시리라 22그러므로하나님의인자와엄위를보라넘어

지는자들에게는엄위가있으니너희가만일하나님의

인자에거하면그인자가너희에게있으리라그렇지

않으면너도찍히는바되리라 23저희도믿지아니하

는데거하지아니하면접붙임을얻으리니이는저희를

접붙이실능력이하나님께있음이라 24네가원돌감람

나무에서찍힘을받고본성을거스려좋은감람나무에

접붙임을얻었은즉원가지인이사람들이야얼마나

더자기감람나무에접붙이심을얻으랴 25형제들아너

희가스스로지혜있다함을면키위하여이비밀을너

희가모르기를내가원치아니하노니이비밀은이방

인의충만한수가들어오기까지이스라엘의더러는완

악하게된것이라 26그리하여온이스라엘이구원을

얻으리라기록된바구원자가시온에서오사야곱에게

서경건치않은것을돌이키시겠고 27내가저희죄를

없이할때에저희에게이루어질내언약이이것이라

함과같으니라 28복음으로하면저희가너희를인하여

원수된자요택하심으로하면조상들을인하여사랑

을입은자라 29하나님의은사와부르심에는후회하심

이없느니라 30너희가전에하나님께순종치아니하더

니이스라엘의순종치아니함으로이제긍휼을입었는

지라 31이와같이이사람들이순종치아니하니이는

너희에게베푸시는긍휼로이제저희도긍휼을얻게

하려하심이니라 32하나님이모든사람을순종치아니

하는가운데가두어두심은모든사람에게긍휼을베

풀려하심이로다 33깊도다하나님의지혜와지식의부

요함이여그의판단은측량치못할것이며그의길은

찾지못할것이로다 34누가주의마음을알았느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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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의모사가되었느뇨 35누가주께먼저드려서갚

으심을받겠느뇨 36이는만물이주에게서나오고주로

말미암고주에게로돌아감이라영광이그에게세세에

있으리로다아멘 (aiōn g165)

12그러므로형제들아내가하나님의모든자비하심

으로너희를권하노니너희몸을하나님이기뻐하시는

거룩한산제사로드리라이는너희의드릴영적예배

니라 2너희는이세대를본받지말고오직마음을새

롭게함으로변화를받아하나님의선하시고기뻐하시

고온전하신뜻이무엇인지분별하도록하라 (aiōn g165)

3내게주신은혜로말미암아너희중각사람에게말하

노니마땅히생각할그이상의생각을품지말고오직

하나님께서각사람에게나눠주신믿음의분량대로지

혜롭게생각하라 4우리가한몸에많은지체를가졌으

나모든지체가같은직분을가진것이아니니 5이와

같이우리많은사람이그리스도안에서한몸이되어

서로지체가되었느니라 6우리에게주신은혜대로받

은은사가각각다르니혹예언이면믿음의분수대로 7

혹섬기는일이면섬기는일로혹가르치는자면가르

치는일로 8혹권위하는자면권위하는일로구제하는

자는성실함으로다스리는자는부지런함으로긍휼을

베푸는자는즐거움으로할것이니라 9사랑엔거짓이

없나니악을미워하고선에속하라 10형제를사랑하여

서로우애하고존경하기를서로먼저하며 11부지런하

여게으르지말고열심을품고주를섬기라 12소망중

에즐거워하며환난중에참으며기도에항상힘쓰며

13성도들의쓸것을공급하며손대접하기를힘쓰라 14

너희를핍박하는자를축복하라축복하고저주하지말

라 15즐거워하는자들로함께즐거워하고우는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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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울라 16서로마음을같이하며높은데마음을두

지말고도리어낮은데처하며스스로지혜있는체말

라 17아무에게도악으로악을갚지말고모든사람앞

에서선한일을도모하라 18할수있거든너희로서는

모든사람으로더불어평화하라 19내사랑하는자들아

너희가친히원수를갚지말고진노하심에맡기라기록

되었으되원수갚는것이내게있으니내가갚으리라

고주께서말씀하시니라 20네원수가주리거든먹이고

목마르거든마시우라그리함으로네가숯불을그머리

에쌓아놓으리라 21악에게지지말고선으로악을이

기라

13각사람은위에있는권세들에게굴복하라권세는

하나님께로나지않음이없나니모든권세는다하나

님의정하신바라 2그러므로권세를거스리는자는하

나님의명을거스림이니거스리는자들은심판을자취

하리라 3관원들은선한일에대하여두려움이되지않

고악한일에대하여되나니네가권세를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선을행하라그리하면그에게칭찬을받

으리라 4그는하나님의사자가되어네게선을이루는

자니라그러나네가악을행하거든두려워하라그가

공연히칼을가지지아니하였으니곧하나님의사자가

되어악을행하는자에게진노하심을위하여보응하는

자니라 5그러므로굴복하지아니할수없으니노를인

하여만할것이아니요또한양심을인하여할것이라

6너희가공세를바치는것도이를인함이라저희가하

나님의일군이되어바로이일에항상힘쓰느니라 7

모든자에게줄것을주되공세를받을자에게공세를

바치고국세받을자에게국세를바치고두려워할자를

두려워하며존경할자를존경하라 8피차사랑의빚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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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아무에게든지아무빚도지지말라남을사랑하

는자는율법을다이루었느니라 9간음하지말라살인

하지말라도적질하지말라탐내지말라한것과그외

에다른계명이있을지라도네이웃을네자신과같이

사랑하라하신그말씀가운데다들었느니라 10사랑

은이웃에게악을행치아니하나니그러므로사랑은

율법의완성이니라 11또한너희가이시기를알거니와

자다가깰때가벌써되었으니이는이제우리의구원

이처음믿을때보다가까왔음이니라 12밤이깊고낮

이가까왔으니그러므로우리가어두움의일을벗고

빛의갑옷을입자 13낮에와같이단정히행하고방탕

과술취하지말며음란과호색하지말며쟁투와시기

하지말고 14오직주예수그리스도로옷입고정욕을

위하여육신의일을도모하지말라

14믿음이연약한자를너희가받되그의의심하는바

를비판하지말라 2어떤사람은모든것을먹을만한

믿음이있고연약한자는채소를먹느니라 3먹는자는

먹지않는자를업신여기지말고먹지못하는자는먹

는자를판단하지말라이는하나님이저를받으셨음이

니라 4남의하인을판단하는너는누구뇨그섰는것

이나넘어지는것이제주인에게있으매저가세움을

받으리니이는저를세우시는권능이주께있음이니라

5혹은이날을저날보다낫게여기고혹은모든날을같

게여기나니각각자기마음에확정할지니라 6날을중

히여기는자도주를위하여중히여기고먹는자도주

를위하여먹으니이는하나님께감사함이요먹지않

는자도주를위하여먹지아니하며하나님께감사하

느니라 7우리중에누구든지자기를위하여사는자가

없고자기를위하여죽는자도없도다 8우리가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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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위하여살고죽어도주를위하여죽나니그러므

로사나죽으나우리가주의것이로라 9이를위하여

그리스도께서죽었다가다시살으셨으니곧죽은자와

산자의주가되려하심이니라 10네가어찌하여네형

제를판단하느뇨어찌하여네형제를업신여기느뇨우

리가다하나님의심판대앞에서리라 11기록되었으되

주께서가라사대내가살았노니모든무릎이내게꿇

을것이요모든혀가하나님께자백하리라하였느니

라 12이러므로우리각인이자기일을하나님께직고

하리라 13그런즉우리가다시는서로판단하지말고

도리어부딪힐것이나거칠것으로형제앞에두지아

니할것을주의하라 14내가주예수안에서알고확신

하는것은무엇이든지스스로속된것이없으되다만

속되게여기는그사람에게는속되니라 15만일식물을

인하여네형제가근심하게되면이는네가사랑으로

행치아니함이라그리스도께서대신하여죽으신형제

를네식물로망케하지말라 16그러므로너희의선한

것이비방을받지않게하라 17하나님의나라는먹는

것과마시는것이아니요오직성령안에서의와평강

과희락이라 18이로써그리스도를섬기는자는하나님

께기뻐하심을받으며사람에게도칭찬을받느니라 19

이러므로우리가화평의일과서로덕을세우는일을

힘쓰나니 20식물을인하여하나님의사업을무너지게

말라만물이다정하되거리낌으로먹는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고기도먹지아니하고포도주도마시지아

니하고무엇이든지네형제로거리끼게하는일을아

니함이아름다우니라 22네게있는믿음을하나님앞에

서스스로가지고있으라자기의옳다하는바로자기

를책하지아니하는자는복이있도다 23의심하고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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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는정죄되었나니이는믿음으로좇아하지아니

한연고라믿음으로좇아하지아니하는모든것이죄

니라

15우리강한자가마땅히연약한자의약점을담당하

고자기를기쁘게하지아니할것이라 2우리각사람

이이웃을기쁘게하되선을이루고덕을세우도록할

지니라 3그리스도께서자기를기쁘게하지아니하셨

나니기록된바주를비방하는자들의비방이내게미

쳤나이다함과같으니라 4무엇이든지전에기록한바

는우리의교훈을위하여기록된것이니우리로하여

금인내로또는성경의안위로소망을가지게함이니

라 5이제인내와안위의하나님이너희로그리스도예

수를본받아서로뜻이같게하여주사 6한마음과한

입으로하나님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께

영광을돌리게하려하노라 7이러므로그리스도께서

우리를받아하나님께영광을돌리심과같이너희도

서로받으라 8내가말하노니그리스도께서하나님의

진실하심을위하여할례의수종자가되셨으니이는조

상들에게주신약속들을견고케하시고 9이방인으로

그긍휼하심을인하여하나님께영광을돌리게하려

하심이라기록된바이러므로내가열방중에서주께

감사하고주의이름을찬송하리로다함과같으니라 10

또가로되열방들아주의백성과함께즐거워하라하

였으며 11또모든열방들아주를찬양하며모든백성

들아저를찬송하라하였으며 12또이사야가가로되

이새의뿌리곧열방을다스리기위하여일어나시는

이가있으리니열방이그에게소망을두리라하였느니

라 13소망의하나님이모든기쁨과평강을믿음안에

서너희에게충만케하사성령의능력으로소망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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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하시기를원하노라 14내형제들아너희가스스로

선함이가득하고모든지식이차서능히서로권하는

자임을나도확신하노라 15그러나내가너희로다시

생각나게하려고하나님께서내게주신은혜로인하여

더욱담대히대강너희에게썼노니 16이은혜는곧나

로이방인을위하여그리스도예수의일군이되어하

나님의복음의제사장직무를하게하사이방인을제

물로드리는그것이성령안에서거룩하게되어받으

심직하게하려하심이라 17그러므로내가그리스도예

수안에서하나님의일에대하여자랑하는것이있거

니와 18그리스도께서이방인들을순종케하기위하여

나로말미암아말과일이며표적과기사의능력이며

성령의능력으로역사하신것외에는내가감히말하지

아니하노라 19이일로인하여내가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일루리곤까지그리스도의복음을편만하

게전하였노라 20또내가그리스도의이름을부르는

곳에는복음을전하지않기로힘썼노니이는남의터

위에건축하지아니하려함이라 21기록된바주의소식

을받지못한자들이볼것이요듣지못한자들이깨달

으리라함과같으니라 22그러므로또한내가너희에게

가려하던것이여러번막혔더니 23이제는이지방에

일할곳이없고여러해전부터언제든지서바나로갈

때에너희에게가려는원이있었으니 24이는지나가는

길에너희를보고먼저너희와교제하여약간만족을

받은후에너희의그리로보내줌을바람이라 25그러나

이제는내가성도를섬기는일로예루살렘에가노니

26이는마게도냐와아가야사람들이예루살렘성도중

가난한자들을위하여기쁘게얼마를동정하였음이라

27저희가기뻐서하였거니와또한저희는그들에게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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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니만일이방인들이그들의신령한것을나눠가

졌으면육신의것으로그들을섬기는것이마땅하니라

28그러므로내가이일을마치고이열매를저희에게

확증한후에너희에게를지나서바나로가리라 29내가

너희에게나갈때에그리스도의충만한축복을가지고

갈줄을아노라 30형제들아내가우리주예수그리스

도로말미암고성령의사랑으로말미암아너희를권하

노니너희기도에나와힘을같이하여나를위하여하

나님께빌어 31나로유대에순종치아니하는자들에게

서구원을받게하고또예루살렘에대한나의섬기는

일을성도들이받음직하게하고 32나로하나님의뜻을

좇아기쁨으로너희에게나아가너희와함께편히쉬

게하라 33평강의하나님께서너희모든사람과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내가겐그레아교회의일군으로있는우리자매뵈

뵈를너희에게천거하노니 2너희가주안에서성도들

의합당한예절로그를영접하고무엇이든지그에게

소용되는바를도와줄지니이는그가여러사람과나

의보호자가되었음이니라 3너희가그리스도예수안

에서나의동역자들인브리스가와아굴라에게문안하

라 4저희는내목숨을위하여자기의목이라도내어

놓았나니나뿐아니라이방인의모든교회도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5또저의교회에게도문안하러너희사

랑하는에배네도에게문안하라저는아시아에서그리

스도께처음익은열매니라 6너희를위하여많이수고

한마리아에게문안하라 7내친척이요나와함께갇혔

던안드로니고와유니아에게문안하라저희는사도에

게유명히여김을받고또한나보다먼저그리스도안

에있는자라 8또주안에서내사랑하는암블리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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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문안하라 9그리스도안에서우리의동역자인우르

바노와나의사랑하는스다구에게문안하라 10그리스

도안에서인정함을받은아벨레에게문안하라아리스

도불로의권속에게문안하라 11내친척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나깃수의권속중주안에있는자들에게문

안하라 12주안에서수고한드루배나와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주안에서많이수고하고사랑하는버시에게

문안하라 13주안에서택하심을입은루포와그어머

니에게문안하라그어머니는곧내어머니니라 14아

순그리도와블레곤과허메와바드로바와허마와저희

와함께있는형제들에게문안하라 15빌롤로고와율리

아와또네레오와그자매와올름바와저희와함께있

는모든성도에게문안하라 16너희가거룩하게입맞춤

으로서로문안하라그리스도의모든교회가다너희

에게문안하느니라 17형제들아내가너희를권하노니

너희교훈을거스려분쟁을일으키고거치게하는자

들을살피고저희에게서떠나라 18이같은자들은우리

주그리스도를섬기지아니하고다만자기의배만섬

기나니공교하고아첨하는말로순진한자들의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너희순종함이모든사람에게들리는

지라그러므로내가너희를인하여기뻐하노니너희가

선한데지혜롭고악한데미련하기를원하노라 20평강

의하나님께서속히사단을너희발아래서상하게하

시리라우리주예수의은혜가너희에게있을지어다

21나의동역자디모데와나의친척누기오와야손과

소시바더가너희에게문안하느니라 22이편지를대서

하는나더디오도주안에서너희에게문안하노라 23

나와온교회식주인가이오도너희에게문안하고이

성의재무에라스도와형제구아도도너희에게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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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라 24 (없음) 25나의복음과예수그리스도를전

파함은영세전부터감취었다가 (aiōnios g166) 26이제는

나타내신바되었으며영원하신하나님의명을좇아

선지자들의글로말미암아모든민족으로믿어순종케

하시려고알게하신바그비밀의계시를좇아된것이

니이복음으로너희를능히견고케하실 (aiōnios g166) 27

지혜로우신하나님께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영광

이세세무궁토록있을지어다아멘 (aiōn g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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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하나님의뜻을따라그리스도예수의사도로부르심

을입은바울과및형제소스데네는 2고린도에있는

하나님의교회곧그리스도예수안에서거룩하여지고

성도라부르심을입은자들과또각처에서우리의주

곧저희와우리의주되신예수그리스도의이름을부

르는모든자들에게 3하나님우리아버지와주예수

그리스도로좇아은혜와평강이있기를원하노라 4그

리스도예수안에서너희에게주신하나님의은혜를

인하여내가너희를위하여항상하나님께감사하노니

5이는너희가그의안에서모든일곧모든구변과모

든지식에풍족하므로 6그리스도의증거가너희중에

견고케되어 7너희가모든은사에부족함이없이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나타나심을기다림이라 8주께서

너희를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날에책망할것이없

는자로끝까지견고케하시리라 9너희를불러그의

아들예수그리스도우리주로더불어교제케하시는

하나님은미쁘시도다 10형제들아내가우리주예수

그리스도의이름으로너희를권하노니다같은말을

하고너희가운데분쟁이없이같은마음과같은뜻으

로온전히합하라 11내형제들아글로에의집편으로

서너희에게대한말이내게들리니곧너희가운데분

쟁이있다는것이라 12이는다름아니라너희가각각

이르되나는바울에게, 나는아볼로에게, 나는게바에

게, 나는그리스도에게속한자라하는것이니 13그리

스도께서어찌나뉘었느뇨바울이너희를위하여십자

가에못박혔으며바울의이름으로너희가세례를받

았느뇨 14그리스보와가이오외에는너희중아무에게

도내가세례를주지아니한것을감사하노니 15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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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나의이름으로세례를받았다말하지못하게

하려함이라 16내가또한스데바나집사람에게세례를

주었고그외에는다른아무에게세례를주었는지알

지못하노라 17그리스도께서나를보내심은세례를주

게하려하심이아니요오직복음을전케하려하심이

니말의지혜로하지아니함은그리스도의십자가가

헛되지않게하려함이라 18십자가의도가멸망하는

자들에게는미련한것이요구원을얻는우리에게는하

나님의능력이라 19기록된바내가지혜있는자들의

지혜를멸하고총명한자들의총명을폐하리라하였으

니 20지혜있는자가어디있느뇨선비가어디있느뇨

이세대에변사가어디있느뇨하나님께서이세상의

지혜를미련케하신것이아니뇨 (aiōn g165) 21하나님의

지혜에있어서는이세상이자기지혜로하나님을알

지못하는고로하나님께서전도의미련한것으로믿는

자들을구원하시기를기뻐하셨도다 22유대인은표적

을구하고헬라인은지혜를찾으나 23우리는십자가에

못박힌그리스도를전하니유대인에게는거리끼는것

이요이방인에게는미련한것이로되 24오직부르심을

입은자들에게는유대인이나헬라인이나그리스도는

하나님의능력이요하나님의지혜니라 25하나님의미

련한것이사람보다지혜있고하나님의약한것이사

람보다강하니라 26형제들아너희를부르심을보라육

체를따라지혜있는자가많지아니하며능한자가많

지아니하며문벌좋은자가많지아니하도다 27그러

나하나님께서세상의미련한것들을택하사지혜있

는자들을부끄럽게하려하시고세상의약한것들을

택하사강한것들을부끄럽게하려하시며 28하나님께

서세상의천한것들과멸시받는것들과없는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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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사있는것들을폐하려하시나니 29이는아무육

체라도하나님앞에서자랑하지못하게하려하심이라

30너희는하나님께로부터나서그리스도예수안에있

고예수는하나님께로서나와서우리에게지혜와의로

움과거룩함과구속함이되셨으니 31기록된바자랑하

는자는주안에서자랑하라함과같게하려함이니라

2형제들아내가너희에게나아가하나님의증거를전

할때에말과지혜의아름다운것으로아니하였나니 2

내가너희중에서예수그리스도와그의십자가에못

박히신것외에는아무것도알지아니하기로작정하

였음이라 3내가너희가운데거할때에약하며두려워

하며심히떨었노라 4내말과내전도함이지혜의권

하는말로하지아니하고다만성령의나타남과능력

으로하여 5너희믿음이사람의지혜에있지아니하고

다만하나님의능력에있게하려하였노라 6그러나우

리가온전한자들중에서지혜를말하노니이는이세

상의지혜가아니요또이세상의없어질관원의지혜

도아니요 (aiōn g165) 7오직비밀한가운데있는하나님

의지혜를말하는것이니곧감취었던것인데하나님

이우리의영광을위하사만세전에미리정하신것이

라 (aiōn g165) 8이지혜는이세대의관원이하나도알지

못하였나니만일알았더면영광의주를십자가에못

박지아니하였으리라 (aiōn g165) 9기록된바하나님이

자기를사랑하는자들을위하여예비하신모든것은

눈으로보지못하고귀로도듣지못하고사람의마음

으로도생각지못하였다함과같으니라 10오직하나님

이성령으로이것을우리에게보이셨으니성령은모든

것곧하나님의깊은것이라도통달하시느니라 11사람

의사정을사람의속에있는영외에는누가알리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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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이하나님의사정도하나님의영외에는아무도

알지못하느니라 12우리가세상의영을받지아니하고

오직하나님께로온영을받았으니이는우리로하여

금하나님께서우리에게은혜로주신것들을알게하

려하심이라 13우리가이것을말하거니와사람의지혜

의가르친말로아니하고오직성령의가르치신것으

로하니신령한일은신령한것으로분별하느니라 14

육에속한사람은하나님의성령의일을받지아니하

나니저희에게는미련하게보임이요또깨닫지도못하

나니이런일은영적으로라야분변함이니라 15신령한

자는모든것을판단하나자기는아무에게도판단을

받지아니하느니라 16누가주의마음을알아서주를

가르치겠느냐그러나우리가그리스도의마음을가졌

느니라

3형제들아내가신령한자들을대함과같이너희에게

말할수없어서육신에속한자곧그리스도안에서어

린아이들을대함과같이하노라 2내가너희를젖으로

먹이고밥으로아니하였노니이는너희가감당치못하

였음이거니와지금도못하리라 3너희가아직도육신

에속한자로다너희가운데시기와분쟁이있으니어

찌육신에속하여사람을따라행함이아니리요 4어떤

이는말하되나는바울에게라하고다른이는나는아

볼로에게라하니너희가사람이아니리요 5그런즉아

볼로는무엇이며바울은무엇이뇨저희는주께서각각

주신대로너희로하여금믿게한사역자들이니라 6나

는심었고아볼로는물을주었으되오직하나님은자

라나게하셨나니 7그런즉심는이나물주는이는아

무것도아니로되오직자라나게하시는하나님뿐이

니라 8심는이와물주는이가일반이나각각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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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대로자기의상을받으리라 9우리는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너희는하나님의밭이요하나님의집이

니라 10내게주신하나님의은혜를따라내가지혜로

운건축자와같이터를닦아두매다른이가그위에세

우나그러나각각어떻게그위에세우기를조심할지

니라 11이닦아둔것외에능히다른터를닦아둘자

가없으니이터는곧예수그리스도라 12만일누구든

지금이나은이나보석이나나무나풀이나짚으로이

터위에세우면 13각각공력이나타날터인데그날이

공력을밝히리니이는불로나타내고그불이각사람

의공력이어떠한것을시험할것임이니라 14만일누

구든지그위에세운공력이그대로있으면상을받고

15누구든지공력이불타면해를받으리니그러나자기

는구원을얻되불가운데서얻은것같으리라 16너희

가하나님의성전인것과하나님의성령이너희안에

거하시는것을알지못하느뇨 17누구든지하나님의성

전을더럽히면하나님이그사람을멸하시리라하나님

의성전은거룩하니너희도그러하니라 18아무도자기

를속이지말라너희중에누구든지이세상에서지혜

있는줄로생각하거든미련한자가되어라그리하여야

지혜로운자가되리라 (aiōn g165) 19이세상지혜는하나

님께미련한것이니기록된바지혜있는자들로하여

금자기궤휼에빠지게하시는이라하였고 20또주께

서지혜있는자들의생각을헛것으로아신다하셨느

니라 21그런즉누구든지사람을자랑하지말라만물이

다너희것임이라 22바울이나아볼로나게바나세계나

생명이나사망이나지금것이나장래것이나다너희

의것이요 23너희는그리스도의것이요그리스도는하

나님의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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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람이마땅히우리를그리스도의일군이요하나님

의비밀을맡은자로여길지어다! 2그리고맡은자들

에게구할것은충성이니라 3너희에게나다른사람에

게나판단받는것이내게는매우작은일이라나도나

를판단치아니하노니 4내가자책할아무것도깨닫지

못하나그러나이를인하여의롭다함을얻지못하노

라다만나를판단하실이는주시니라 5그러므로때가

이르기전곧주께서오시기까지아무것도판단치말

라그가어두움에감추인것들을드러내고마음의뜻

을나타내시리니그때에각사람에게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있으리라 6형제들아내가너희를위하여이일

에나와아볼로를가지고본을보였으니이는너희로

하여금기록한말씀밖에넘어가지말라한것을우리

에게서배워서로대적하여교만한마음을먹지말게

하려함이라 7누가너를구별하였느뇨네게있는것

중에받지아니한것이무엇이뇨네가받았은즉어찌

하여받지아니한것같이자랑하느뇨 8너희가이미배

부르며이미부요하며우리없이왕노릇하였도다우

리가너희와함께왕노릇하기위하여참으로너희의

왕노릇하기를원하노라 9내가생각건대하나님이사

도인우리를죽이기로작정한자같이미말에두셨으매

우리는세계곧천사와사람에게구경거리가되었노라

10우리는그리스도의연고로미련하되너희는그리스

도안에서지혜롭고우리는약하되너희는강하고너

희는존귀하되우리는비천하여 11바로이시간까지

우리가주리고목마르며헐벗고매맞으며정처가없고

12또수고하여친히손으로일을하며후욕을당한즉

축복하고핍박을당한즉참고 13비방을당한즉권면하

니우리가지금까지세상의더러운것과만물의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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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되었도다 14내가너희를부끄럽게하려고이것을

쓰는것이아니라오직너희를내사랑하는자녀같이

권하려하는것이라 15그리스도안에서일만스승이

있으되아비는많지아니하니그리스도예수안에서

복음으로써내가너희를낳았음이라 16그러므로내가

너희에게권하노니너희는나를본받는자되라 17이

를인하여내가주안에서내사랑하고신실한아들디

모데를너희에게보내었노니저가너희로하여금그리

스도예수안에서나의행사곧내가각처교회에서가

르치는것을생각나게하리라 18어떤이들은내가너

희에게나아가지아니할것같이스스로교만하여졌으

나 19그러나주께서허락하시면내가너희에게속히

나아가서교만한자의말을알아볼것이아니라오직

그능력을알아보겠노니 20하나님의나라는말에있

지아니하고오직능력에있음이라 21너희가무엇을

원하느냐내가매를가지고너희에게나아가랴사랑과

온유한마음으로나아가랴

5너희중에심지어음행이있다함을들으니이런음

행은이방인중에라도없는것이라누가그아비의아

내를취하였다하는도다 2그리하고도너희가오히려

교만하여져서어찌하여통한히여기지아니하고그일

행한자를너희중에서물리치지아니하였느냐 3내가

실로몸으로는떠나있으나영으로는함께있어서거

기있는것같이이일행한자를이미판단하였노라 4

주예수의이름으로너희가내영과함께모여서우리

주예수의능력으로 5이런자를사단에게내어주었으

니이는육신은멸하고영은주예수의날에구원얻게

하려함이라 6너희의자랑하는것이옳지아니하도다

적은누룩이온덩어리에퍼지는것을알지못하느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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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누룩없는자인데새덩어리가되기위하여묵

은누룩을내어버리라우리의유월절양곧그리스도

께서희생이되셨느니라 8이러므로우리가명절을지

키되묵은누룩도말고괴악하고악독한누룩도말고

오직순전함과진실함의누룩없는떡으로하자 9내가

너희에게쓴것에음행하는자들을사귀지말라하였

거니와 10이말은이세상의음행하는자들이나탐하

는자들과토색하는자들이나우상숭배하는자들을

도무지사귀지말라하는것이아니니만일그리하려

면세상밖으로나가야할것이라 11이제내가너희에

게쓴것은만일어떤형제라일컫는자가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우상숭배를하거나후욕하거나술취하거

나토색하거든사귀지도말고그런자와는함께먹지

도말라함이라 12외인들을판단하는데내게무슨상

관이있으리요마는교중사람들이야너희가판단치아

니하랴 13외인들은하나님이판단하시려니와이악한

사람은너희중에서내어쫓으라

6너희중에누가다른이로더불어일이있는데구태

여불의한자들앞에서송사하고성도앞에서하지아

니하느냐 2성도가세상을판단할것을너희가알지못

하느냐세상도너희에게판단을받겠거든지극히작은

일판단하기를감당치못하겠느냐 3우리가천사를판

단할것을너희가알지못하느냐그러하거든하물며

세상일이랴 4그런즉너희가세상사건이있을때에

교회에서경히여김을받는자들을세우느냐 5내가너

희를부끄럽게하려하여이말을하노니너희가운데

그형제간일을판단할만한지혜있는자가이같이하

나도없느냐 6형제가형제로더불어송사할뿐더러믿

지아니하는자들앞에서하느냐 7너희가피차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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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너희가운데이미완연한허물이있나니차라

리불의를당하는것이낫지아니하며차라리속는것

이낫지아니하냐 8너희는불의를행하고속이는구나

저는너희형제로다 9불의한자가하나님의나라를유

업으로받지못할줄을알지못하느냐미혹을받지말

라음란하는자나우상숭배하는자나간음하는자나

탐색하는자나남색하는자나 10도적이나탐람하는자

나술취하는자나후욕하는자나토색하는자들은하

나님의나라를유업으로받지못하리라 11너희중에

이와같은자들이있더니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과

우리하나님의성령안에서씻음과거룩함과의롭다

하심을얻었느니라 12모든것이내게가하나다유익

한것이아니요모든것이내게가하나내가아무에게

든지제재를받지아니하리라 13식물은배를위하고

배는식물을위하나하나님이이것저것다폐하시리

라몸은음란을위하지않고오직주를위하며주는몸

을위하시느니라 14하나님이주를다시살리셨고또한

그의권능으로우리를다시살리시리라 15너희몸이

그리스도의지체인줄을알지못하느냐내가그리스도

의지체를가지고창기의지체를만들겠느냐결코그

럴수없느니라 16창기와합하는자는저와한몸인줄

을알지못하느냐일렀으되둘이한육체가된다하셨

나니 17주와합하는자는한영이니라 18음행을피하

라사람이범하는죄마다몸밖에있거니와음행하는

자는자기몸에게죄를범하느니라 19너희몸은너희

가하나님께로부터받은바너희가운데계신성령의

전인줄을알지못하느냐너희는너희의것이아니라

20값으로산것이되었으니그런즉너희몸으로하나

님께영광을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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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너희의쓴말에대하여는남자가여자를가까이아

니함이좋으나 2음행의연고로남자마다자기아내를

두고여자마다자기남편을두라 3남편은그아내에게

대한의무를다하고아내도그남편에게그렇게할지

라 4아내가자기몸을주장하지못하고오직그남편

이하며남편도이와같이자기몸을주장하지못하고

오직그아내가하나니 5서로분방하지말라다만기

도할틈을얻기위하여합의상얼마동안은하되다시

합하라이는너희의절제못함을인하여사단으로너

희를시험하지못하게하려함이라 6그러나내가이

말을함은권도요명령은아니라 7나는모든사람이

나와같기를원하노라그러나각각하나님께받은자

기의은사가있으니하나는이러하고하나는저러하니

라 8내가혼인하지아니한자들과및과부들에게이르

노니나와같이그냥지내는것이좋으니라 9만일절

제할수없거든혼인하라정욕이불같이타는것보다

혼인하는것이나으니라 10혼인한자들에게내가명하

노니 (명하는자는내가아니요주시라) 여자는남편에

게서갈리지말고 11 (만일갈릴지라도그냥지내든지

다시그남편과화합하든지하라) 남편도아내를버리

지말라 12그남은사람들에게내가말하노니(이는주

의명령이아니라)만일어떤형제에게믿지아니하는

아내가있어남편과함께살기를좋아하거든저를버

리지말며 13어떤여자에게믿지아니하는남편이있

어아내와함께살기를좋아하거든그남편을버리지

말라 14믿지아니하는남편이아내로인하여거룩하게

되고믿지아니하는아내가남편으로인하여거룩하게

되나니그렇지아니하면너희자녀도깨끗지못하니라

그러나이제거룩하니라 15혹믿지아니하는자가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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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갈리게하라형제나자매나이런일에구속받을

것이없느니라그러나하나님은화평중에서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아내된자여네가남편을구원할는지

어찌알수있으며남편된자여네가네아내를구원할

는지어찌알수있으리요 17오직주께서각사람에게

나눠주신대로하나님이각사람을부르신그대로행

하라내가모든교회에서이와같이명하노라 18할례

자로부르심을받은자가있느냐무할례자가되지말

며무할례자로부르심을받은자가있느냐할례를받

지말라 19할례받는것도아무것도아니요할례받지

아니하는것도아무것도아니로되오직하나님의계명

을지킬따름이니라 20각사람이부르심을받은그부

르심그대로지내라 21네가종으로있을때에부르심

을받았느냐염려하지말라그러나자유할수있거든

차라리사용하라 22주안에서부르심을받은자는종

이라도주께속한자유자요또이와같이자유자로있

을때에부르심을받은자는그리스도의종이니라 23

너희는값으로사신것이니사람들의종이되지말라

24형제들아각각부르심을받은그대로하나님과함께

거하라 25처녀에대하여는내가주께받은계명이없

으되주의자비하심을받아서충성된자가되어의견

을고하노니 26내생각에는이것이좋으니곧임박한

환난을인하여사람이그냥지내는것이좋으니라 27

네가아내에게매였느냐놓이기를구하지말며아내에

게서놓였느냐아내를구하지말라 28그러나장가가

도죄짓는것이아니요처녀가시집가도죄짓는것이

아니로되이런이들은육신에고난이있으리니나는

너희를아끼노라 29형제들아내가이말을하노니때

가단축하여진고로이후부터아내있는자들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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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같이하며 30우는자들은울지않는자같이하며기

쁜자들은기쁘지않은자같이하며매매하는자들은

없는자같이하며 31세상물건을쓰는자들은다쓰지

못하는자같이하라이세상의형적은지나감이니라

32너희가염려없기를원하노라장가가지않은자는

주의일을염려하여어찌하여야주를기쁘시게할꼬

하되 33장가간자는세상일을염려하여어찌하여야

아내를기쁘게할꼬하여마음이나누이며 34시집가

지않은자와처녀는주의일을염려하여몸과영을다

거룩하게하려하되시집간자는세상일을염려하여

어찌하여야남편을기쁘게할꼬하느니라 35내가이것

을말함은너희의유익을위함이요너희에게올무를

놓으려함이아니니오직너희로하여금이치에합하

게하여분요함이없이주를섬기게하려함이라 36누

가자기의처녀딸에대한일이이치에합당치못한줄

로생각할때에혼기도지나고그같이할필요가있거

든마음대로하라이것은죄짓는것이아니니혼인하

게하라 37그러나그마음을굳게하고또부득이한일

도없고자기뜻대로할권리가있어서그처녀딸을머

물러두기로마음에작정하여도잘하는것이니라 38

그러므로처녀딸을시집보내는자도잘하거니와시

집보내지아니하는자가더잘하는것이니라 39아내

가그남편이살동안에매여있다가남편이죽으면자

유하여자기뜻대로시집갈것이나주안에서만할것

이니라 40그러나내뜻에는그냥지내는것이더욱복

이있으리로다나도또한하나님의영을받은줄로생

각하노라

8우상의제물에대하여는우리가다지식이있는줄

을아나지식은교만하게하며사랑은덕을세우나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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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누구든지무엇을아는줄로생각하면아직도마

땅히알것을알지못하는것이요 3또누구든지하나

님을사랑하면이사람은하나님의아시는바되었느

니라 4그러므로우상의제물먹는일에대하여는우리

가우상은세상에아무것도아니며또한하나님은한

분밖에없는줄아노라 5비록하늘에나땅에나신이

라칭하는자가있어많은신과많은주가있으나 6그

러나우리에게는한하나님곧아버지가계시니만물

이그에게서났고우리도그를위하여또한한주예수

그리스도께서계시니만물이그로말미암고우리도그

로말미암았느니라 7그러나이지식은사람마다가지

지못하여어떤이들은지금까지우상에대한습관이

있어우상의제물로알고먹는고로그들의양심이악

하여지고더러워지느니라 8식물은우리를하나님앞

에세우지못하나니우리가먹지아니하여도부족함이

없고먹어도풍족함이없으리라 9그런즉너희자유함

이약한자들에게거치는것이되지않도록조심하라

10지식있는네가우상의집에앉아먹는것을누구든

지보면그약한자들의양심이담력을얻어어찌우상

의제물을먹게되지않겠느냐 11그러면네지식으로

그약한자가멸망하나니그는그리스도께서위하여

죽으신형제라 12이같이너희가형제에게죄를지어

그약한양심을상하게하는것이곧그리스도에게죄

를짓는것이니라 13그러므로만일식물이내형제로

실족케하면나는영원히고기를먹지아니하여내형

제를실족치않게하리라 (aiōn g165)

9내가자유자가아니냐사도가아니냐예수우리주

를보지못하였느냐주안에서행한나의일이너희가

아니냐 2다른사람들에게는내가사도가아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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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에게는사도니나의사도됨을주안에서인친것

이너희라 3나를힐문하는자들에게발명할것이이것

이니 4우리가먹고마시는권이없겠느냐 5우리가다

른사도들과주의형제들과게바와같이자매된아내

를데리고다닐권이없겠느냐 6어찌나와바나바만

일하지아니할권(權)이없겠느냐 7누가자비량하고

병정을다니겠느냐누가포도를심고그실과를먹지

않겠느냐누가양떼를기르고그양떼의젖을먹지않

겠느냐 8내가사람의예대로이것을말하느냐율법도

이것을말하지아니하느냐 9모세율법에곡식을밟아

떠는소에게망을씌우지말라기록하였으니하나님께

서어찌소들을위하여염려하심이냐 10전혀우리를

위하여말씀하심이아니냐과연우리를위하여기록된

것이니밭가는자는소망을가지고갈며곡식떠는자

는함께얻을소망을가지고떠는것이라 11우리가너

희에게신령한것을뿌렸은즉너희육신(肉身)의것을

거두기로과하다하겠느냐 12다른이들도너희에게이

런권을가졌거든하물며우리일까보냐그러나우리가

이권을쓰지아니하고범사에참는것은그리스도의

복음에아무장애가없게하려함이로다 13성전의일

을하는이들은성전에서나는것을먹으며제단을모

시는이들은제단과함께나누는것을너희가알지못

하느냐 14이와같이주께서도복음전하는자들이복

음으로말미암아살리라명하셨느니라 15그러나내가

이것을하나도쓰지아니하였고또이말을쓰는것은

내게이같이하여달라는것이아니라내가차라리죽

을지언정누구든지내자랑하는것을헛된데로돌리

지못하게하리라 16내가복음을전할지라도자랑할

것이없음은내가부득불할일임이라만일복음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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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아니하면내게화가있을것임이로라 17내가내

임의로이것을행하면상을얻으려니와임의로아니한

다할지라도나는직분을맡았노라 18그런즉내상이

무엇이냐내가복음을전할때에값없이전하고복음

으로인하여내게있는권을다쓰지아니하는이것이

로라 19내가모든사람에게자유하였으나스스로모든

사람에게종이된것은더많은사람을얻고자함이라

20유대인들에게는내가유대인과같이된것은유대인

들을얻고자함이요율법아래있는자들에게는내가

율법아래있지아니하나율법아래있는자같이된것

은율법아래있는자들을얻고자함이요 21율법없는

자에게는내가하나님께는율법없는자가아니요도

리어그리스도의율법아래있는자나율법없는자와

같이된것은율법없는자들을얻고자함이라 22약한

자들에게는내가약한자와같이된것은약한자들을

얻고자함이요여러사람에게내가여러모양이된것

은아무쪼록몇몇사람들을구원코자함이니 23내가

복음을위하여모든것을행함은복음에참예하고자

함이라 24운동장에서달음질하는자들이다달아날지

라도오직상(賞) 얻는자는하나인줄을너희가알지

못하느냐너희도얻도록이와같이달음질하라 25이기

기를다투는자마다모든일에절제(節制)하나니저희

는썩을면류관을얻고자하되우리는썩지아니할것

을얻고자하노라 26그러므로내가달음질하기를향방

없는것같이아니하고싸우기를허공을치는것같이

아니하여 27내가내몸을쳐복종하게함은내가남에

게전파한후에자기가도리어버림이될까두려워함

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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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형제들아너희가알지못하기를내가원치아니하

노니우리조상들이다구름아래있고바다가운데로

지나며 2모세에게속하여다구름과바다에서세례를

받고 3다같은신령한식물을먹으며 4다같은신령한

음료를마셨으니이는저희를따르는신령한반석으로

부터마셨으매그반석은곧그리스도시라 5그러나저

희의다수(多數)를하나님이기뻐하지아니하신고로

저희가광야에서멸망을받았느니라 6그런일은우리

의거울이되어우리로하여금저희가악을즐겨한것

같이즐겨하는자가되지않게하려함이니 7저희중

에어떤이들과같이너희는우상숭배하는자가되지

말라기록된바백성이앉아서먹고마시며일어나서

뛰논다함과같으니라 8저희중에어떤이들이간음하

다가하루에이만삼천명이죽었나니우리는저희와

같이간음하지말자 9저희중에어떤이들이주를시

험하다가뱀에게멸망하였나니우리는저희와같이시

험하지말자 10저희중에어떤이들이원망하다가멸

망시키는자에게멸망하였나니너희는저희와같이원

망하지말라 11저희에게당한이런일이거울이되고

또한말세(末世)를만난우리의경계로기록하였느니

라 (aiōn g165) 12그런즉선줄로생각하는자는넘어질까

조심하라 13사람이감당할시험밖에는너희에게당한

것이없나니오직하나님은미쁘사너희가감당치못

할시험당함을허락지아니하시고시험당할즈음에

또한피할길을내사너희로능히감당하게하시느니

라 14그런즉내사랑하는자들아우상숭배하는일을

피하라 15나는지혜있는자들에게말함과같이하노니

너희는내이르는말을스스로판단하라 16우리가축

복하는바축복의잔은그리스도의피에참예함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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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우리가떼는떡은그리스도의몸에참예함이아

니냐 17떡이하나요많은우리가한몸이니이는우리

가다한떡에참예함이라 18육신을따라난이스라엘

을보라제물을먹는자들이제단에참예하는자들이

아니냐 19그런즉내가무엇을말하느뇨우상의제물은

무엇이며우상은무엇이라하느뇨 20대저이방인의제

사하는것은귀신에게하는것이요하나님께제사하는

것이아니니나는너희가귀신과교제하는자되기를

원치아니하노라 21너희가주(主)의잔과귀신(鬼神

)의잔을겸하여마시지못하고주의상과귀신의상에

겸하여참예치못하리라 22그러면우리가주를노여워

하시게하겠느냐우리가주보다강한자냐 23모든것

이가하나모든것이유익한것이아니요모든것이가

하나모든것이덕을세우는것이아니니 24누구든지

자기의유익을구치말고남의유익을구하라 25무릇

시장에서파는것은양심을위하여묻지말고먹으라

26이는땅과거기충만한것이주의것임이니라 27불

신자중누가너희를청하매너희가가고자하거든너

희앞에무엇이든지차려놓은것은양심을위하여묻

지말고먹으라 28누가너희에게이것이제물이라말

하거든알게한자와및양심을위하여먹지말라 29내

가말한양심은너희의것이아니요남의것이니어찌

하여내자유가남의양심으로말미암아판단을받으

리요 30만일내가감사함으로참예하면어찌하여내가

감사하다하는것에대하여비방을받으리요 31그런즉

너희가먹든지마시든지무엇을하든지다하나님의

영광을위하여하라 32유대인에게나헬라인에게나하

나님의교회에나거치는자가되지말고 33나와같이

모든일에모든사람을기쁘게하여나의유익을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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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많은사람의유익을구하여저희로구원을

얻게하라

11내가그리스도를본받는자된것같이너희는나를

본받는자되라 2너희가모든일에나를기억하고또

내가너희에게전하여준대로그유전을너희가지키

므로너희를칭찬하노라 3그러나나는너희가알기를

원하노니각남자의머리는그리스도요,여자의머리

는남자요, 그리스도의머리는하나님이시라 4무릇남

자로서머리에무엇을쓰고기도나예언을하는자는

그머리를욕되게하는것이요 5무릇여자로서머리에

쓴것을벗고기도나예언을하는자는그머리를욕되

게하는것이니이는머리민것과다름이없음이니라 6

만일여자가머리에쓰지않거든깎을것이요만일깎

거나미는것이여자에게부끄러움이되거든쓸지니라

7남자는하나님의형상과영광이니그머리에마땅히

쓰지않거니와여자는남자의영광이니라 8남자가여

자에게서난것이아니요여자가남자에게서났으며 9

또남자가여자를위하여지음을받지아니하고여자

가남자를위하여지음을받은것이니 10이러므로여

자는천사들을인하여권세아래있는표를그머리위

에둘지니라 11그러나주안에는남자없이여자만있

지않고여자없이남자만있지아니하니라 12여자가

남자에게서난것같이남자도여자로말미암아났으나

모든것이하나님에게서났느니라 13너희는스스로판

단하라여자가쓰지않고하나님께기도하는것이마

땅하냐 14만일남자가긴머리가있으면자기에게욕

되는것을본성이너희에게가르치지아니하느냐 15만

일여자가긴머리가있으면자기에게영광이되나니

긴머리는쓰는것을대신하여주신연고니라 16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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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태도를가진자가있을지라도우리에게나하나

님의모든교회에는이런규례가없느니라 17내가명

하는이일에너희를칭찬하지아니하나니이는저희

의모임이유익이못되고도리어해로움이라 18첫째는

너희가교회에모일때에너희중에분쟁이있다함을

듣고대강믿노니 19너희중에편당이있어야너희중

에옳다인정함을받은자들이나타나게되리라 20그

런즉너희가함께모여서주의만찬을먹을수없으니

21이는먹을때에각각자기의만찬을먼저갖다먹으

므로어떤이는시장하고어떤이는취함이라 22너희

가먹고마실집이없느냐너희가하나님의교회를업

신여기고빈궁한자들을부끄럽게하느냐내가너희에

게무슨말을하랴너희를칭찬하랴이것으로칭찬하

지않노라 23내가너희에게전한것은주께받은것이

니곧주예수께서잡히시던밤에떡을가지사 24축사

하시고떼어가라사대이것은너희를위하는내몸이

니이것을행하여나를기념하라하시고 25식후에또

한이와같이잔을가지시고가라사대이잔은내피로

세운새언약이니이것을행하여마실때마다나를기

념하라하셨으니 26너희가이떡을먹으며이잔을마

실때마다주의죽으심을오실때까지전하는것이니

라 27그러므로누구든지주의떡이나잔을합당치않

게먹고마시는자는주의몸과피를범하는죄가있느

니라 28사람이자기를살피고그후에야이떡을먹고

이잔을마실지니 29주의몸을분변치못하고먹고마

시는자는자기의죄를먹고마시는것이니라 30이러

므로너희중에약한자와병든자가많고잠자는자도

적지아니하니 31우리가우리를살폈으면판단을받지

아니하려니와 32우리가판단을받는것은주께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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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것이니이는우리로세상과함께죄정함을받지

않게하려하심이라 33그런즉내형제들아먹으러모

일때에서로기다리라 34만일누구든지시장하거든

집에서먹을지니이는너희의판단받는모임이되지

않게하려함이라그남은것은내가언제든지갈때에

귀정(歸正)하리라

12형제들아!신령한것에대하여는내가너희의알지

못하기를원치아니하노니 2너희도알거니와너희가

이방인으로있을때에말못하는우상에게로끄는그

대로끌려갔느니라 3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알게하

노니하나님의영(靈)으로말하는자는누구든지예수

를저주할자라하지않고또성령으로아니하고는누

구든지예수를주(主)시라할수없느니라 4은사는여

러가지나성령은같고 5직임은여러가지나주(主)는

같으며 6또역사는여러가지나모든것을모든사람

가운데서역사하시는하나님은같으니 7각사람에게

성령의나타남을주심은유익하게하려하심이라 8어

떤이에게는성령으로말미암아지혜의말씀을,어떤

이에게는같은성령을따라지식의말씀을, 9다른이

에게는같은성령으로믿음을, 어떤이에게는한성령

으로병고치는은사를, 10어떤이에게는능력행함을,

어떤이에게는예언함을,어떤이에게는영들분별함

을, 다른이에게는각종방언말함을, 어떤이에게는방

언들통역함을주시나니 11이모든일은같은한성령

이행하사그뜻대로각사람에게나눠주시느니라 12

몸은하나인데많은지체가있고몸의지체가많으나

한몸임과같이그리스도도그러하니라 13우리가유대

인이나헬라인이나종이나자유자나다한성령으로

세례를받아한몸이되었고또다한성령을마시게하



고린도전서 2098

셨느니라 14몸은한지체뿐아니요여럿이니 15만일

발이이르되나는손이아니니몸에붙지아니하였다

할지라도이로인하여몸에붙지아니한것이아니요

16또귀가이르되나는눈이아니니몸에붙지아니하

였다할지라도이로인하여몸에붙지아니한것이아

니니 17만일온몸이눈이면듣는곳은어디며온몸이

듣는곳이면냄새맡는곳은어디뇨 18그러나이제하

나님이그원하시는대로지체를각각몸에두셨으니

19만일다한지체뿐이면몸은어디뇨 20이제지체는

많으나몸은하나라 21눈이손더러내가너를쓸데없

다하거나또한머리가발더러내가너를쓸데없다하

거나하지못하리라 22이뿐아니라몸의더약하게보

이는지체가도리어요긴하고 23우리가몸의덜귀히

여기는그것들을더욱귀한것들로입혀주며우리의

아름답지못한지체는더욱아름다운것을얻고 24우

리의아름다운지체는요구할것이없으니오직하나

님이몸을고르게하여부족한지체에게존귀를더하

사 25몸가운데서분쟁이없고오직여러지체가서로

같이하여돌아보게하셨으니 26만일한지체가고통을

받으면모든지체도함께고통을받고한지체가영광

을얻으면모든지체도함께즐거워하나니 27너희는

그리스도의몸이요지체의각부분이라 28하나님이교

회중에몇을세우셨으니첫째는사도요, 둘째는선지

자요,세째는교사요,그다음은능력이요,그다음은

병고치는은사와,서로돕는것과,다스리는것과,각

종방언을하는것이라 29다사도겠느냐? 다선지자겠

느냐? 다교사겠느냐? 다능력을행하는자겠느냐? 30

다병고치는은사를가진자겠느냐?다방언을말하는

자겠느냐?다통역하는자겠느냐? 31너희는더욱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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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사모하라! 내가또한제일좋은길을너희에게보

이리라

13내가사람의방언과천사의말을할지라도사랑이

없으면소리나는구리와울리는꽹과리가되고 2내가

예언하는능이있어모든비밀과모든지식을알고또

산을옮길만한모든믿음이있을지라도사랑이없으

면내가아무것도아니요 3내가내게있는모든것으

로구제하고또내몸을불사르게내어줄지라도사랑

이없으면내게아무유익이없느니라 4사랑은오래

참고, 사랑은온유하며, 투기하는자가되지아니하며,

사랑은자랑하지아니하며, 교만하지아니하며 5무례

히행치아니하며, 자기의유익을구치아니하며, 성내

지아니하며,악한것을생각지아니하며 6불의를기

뻐하지아니하며,진리와함께기뻐하고 7모든것을

참으며,모든것을믿으며,모든것을바라며,모든것

을견디느니라! 8사랑은언제까지든지떨어지지아니

하나예언도폐하고방언도그치고지식도폐하리라 9

우리가부분적으로알고부분적으로예언하니 10온전

한것이올때에는부분적으로하던것이폐하리라 11

내가어렸을때에는말하는것이어린아이와같고깨

닫는것이어린아이와같고생각하는것이어린아이

와같다가장성한사람이되어서는어린아이의일을

버렸노라 12우리가이제는거울로보는것같이희미하

나그때에는얼굴과얼굴을대하여볼것이요이제는

내가부분적으로아나그때에는주께서나를아신것

같이내가온전히알리라 13그런즉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지는항상있을것인데그중에제일은사랑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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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랑을따라구하라신령한것을사모하되특별히

예언을하려고하라 2방언을말하는자는사람에게하

지아니하고하나님께하나니이는알아듣는자가없

고그영으로비밀을말함이니라 3그러나예언하는자

는사람에게말하여덕을세우며권면하며안위하는

것이요 4방언을말하는자는자기의덕을세우고예언

하는자는교회의덕을세우나니 5나는너희가다방

언말하기를원하나특별히예언하기를원하노라방언

을말하는자가만일교회의덕을세우기위하여통역

하지아니하면예언하는자만못하니라 6그런즉형제

들아내가너희에게나아가서방언을말하고계시나

지식이나예언이나가르치는것이나말하지아니하면

너희에게무엇이유익하리요 7혹저나거문고와같이

생명없는것이소리를낼때에그음의분별을내지아

니하면저부는것인지거문고타는것인지어찌알게

되리요 8만일나팔이분명치못한소리를내면누가

전쟁을예비하리요 9이와같이너희도혀로서알아듣

기쉬운말을하지아니하면그말하는것을어찌알리

요이는허공에다말하는것이라 10세상에소리의종

류가이같이많되뜻없는소리는없나니 11그러므로

내가그소리의뜻을알지못하면내가말하는자에게

야만(野蠻)이되고말하는자도내게야만이되리니 12

그러면너희도신령한것을사모하는자인즉교회의

덕세우기를위하여풍성하기를구하라 13그러므로방

언을말하는자는통역하기를기도할지니 14내가만일

방언으로기도하면나의영이기도하거니와나의마음

은열매를맺히지못하리라 15그러면어떻게할꼬? 내

가영으로기도하고또마음으로기도하며내가영으

로찬미하고또마음으로찬미하리라 16그렇지아니하



고린도전서 2101

면네가영으로축복할때에무식한처지에있는자가

네가무슨말을하는지알지못하고네감사에어찌아

멘하리요 17너는감사를잘하였으나그러나다른사

람은덕세움을받지못하리라 18내가너희모든사람

보다방언을더말하므로하나님께감사하노라 19그러

나교회에서네가남을가르치기위하여깨달은마음

으로다섯마디말을하는것이일만마디방언으로말

하는것보다나으니라 20형제들아지혜에는아이가되

지말고악에는어린아이가되라지혜에장성한사람

이되라 21율법에기록된바주께서가라사대내가다

른방언하는자와다른입술로이백성에게말할지라

도저희가오히려듣지아니하리라하였으니 22그러므

로방언은믿는자들을위하지않고믿지아니하는자

들을위하는표적이나예언은믿지아니하는자들을

위하지않고믿는자들을위함이니 23그러므로온교

회가함께모여다방언으로말하면무식한자들이나

믿지아니하는자들이들어와서너희를미쳤다하지

아니하겠느냐? 24그러나다예언을하면믿지아니하

는자들이나무식한자들이들어와서모든사람에게

책망을들으며모든사람에게판단을받고 25그마음

의숨은일이드러나게되므로엎드리어하나님께경

배하며하나님이참으로너희가운데계시다전파하리

라 26그런즉형제들아어찌할꼬너희가모일때에각

각찬송시도있으며가르치는말씀도있으며계시도

있으며방언도있으며통역함도있나니모든것을덕

을세우기위하여하라 27만일누가방언으로말하거

든두사람이나다불과세사람이차서를따라하고한

사람이통역할것이요 28만일통역하는자가없거든

교회에서는잠잠하고자기와및하나님께말할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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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예언하는자는둘이나셋이나말하고다른이들은

분변할것이요 30만일곁에앉은다른이에게계시가

있거든먼저하던자는잠잠할지니라 31너희는다모

든사람으로배우게하고모든사람으로권면을받게

하기위하여하나씩하나씩예언할수있느니라 32예

언하는자들의영이예언하는자들에게제재를받나니

33하나님은어지러움의하나님이아니시요오직! 화평

의하나님이시니라 34모든성도의교회에서함과같이

여자는교회에서잠잠하라! 저희의말하는것을허락

함이없나니율법에이른것같이오직복종할것이요

35만일무엇을배우려거든집에서자기남편에게물을

지니여자가교회에서말하는것은부끄러운것임이라

36하나님의말씀이너희에게로부터난것이냐또는너

희에게만임한것이냐 37만일누구든지자기를선지자

나혹신령한자로생각하거든내가너희에게편지한

것이주의명령인줄알라 38만일누구든지알지못하

면그는알지못한자니라 39그런즉내형제들아예언

하기를사모하며방언말하기를금하지말라 40모든

것을적당하게하고질서대로하라!

15형제들아!내가너희에게전한복음을너희로알게

하노니이는너희가받은것이요또그가운데선것이

라 2너희가만일나의전한그말을굳게지키고헛되

이믿지아니하였으면이로말미암아구원을얻으리라

3내가받은것을먼저너희에게전하였노니이는성경

대로그리스도께서우리죄를위하여죽으시고 4장사

지낸바되었다가성경대로사흘만에다시살아나사 5

게바에게보이시고후에열두제자에게와 6그후에

오백여형제에게일시에보이셨나니그중에지금까지

태반이나살아있고어떤이는잠들었으며 7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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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에게보이셨으며그후에모든사도에게와 8맨

나중에만삭되지못하여난자같은내게도보이셨느

니라 9나는사도중에지극히작은자라내가하나님

의교회를핍박하였으므로사도라칭함을받기에감당

치못할자로라 10그러나나의나된것은하나님의은

혜로된것이니내게주신그의은혜가헛되지아니하

여내가모든사도보다더많이수고하였으나내가아

니요오직나와함께하신하나님의은혜로라 11그러

므로내나저희나이같이전파하매너희도이같이믿

었느니라 12그리스도께서죽은자가운데서다시살아

나셨다전파되었거늘너희중에서어떤이들은어찌하

여죽은자가운데서부활이없다하느냐 13만일죽은

자의부활이없으면그리스도도다시살지못하셨으리

라 14그리스도께서만일다시살지못하셨으면우리의

전파하는것도헛것이요또너희믿음도헛것이며 15

또우리가하나님의거짓증인으로발견되리니우리가

하나님이그리스도를다시살리셨다고증거하였음이

라만일죽은자가다시사는것이없으면하나님이그

리스도를다시살리시지아니하셨으리라 16만일죽은

자가다시사는것이없으면그리스도도다시사신것

이없었을터이요 17그리스도께서다시사신것이없

으면너희의믿음도헛되고너희가여전히죄가운데

있을것이요 18또한그리스도안에서잠자는자도망

하였으리니 19만일그리스도안에서우리의바라는것

이다만이생뿐이면모든사람가운데우리가더욱불

쌍한자리라 20그러나이제그리스도께서죽은자가

운데서다시살아잠자는자들의첫열매가되셨도다

21사망이사람으로말미암았으니죽은자의부활도사

람으로말미암는도다 22아담안에서모든사람이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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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이그리스도안에서모든사람이삶을얻으리라

23그러나각각자기차례대로되리니먼저는첫열매

인그리스도요다음에는그리스도강림하실때에그에

게붙은자요 24그후에는나중이니저가모든정사와

모든권세와능력을멸하시고나라를아버지하나님께

바칠때라 25저가모든원수를그발아래둘때까지불

가불왕노릇하시리니 26맨나중에멸망받을원수는

사망이니라 27만물을저의발아래두셨다하셨으니

만물을아래둔다말씀하실때에만물을저의아래두

신이가그중에들지아니한것이분명하도다 28만물

을저에게복종하게하신때에는아들자신도그때에

만물을자기에게복종케하신이에게복종케되리니

이는하나님이만유의주로서만유안에계시려하심

이라 29만일죽은자들이도무지다시살지못하면죽

은자들을위하여세례받는자들이무엇을하겠느냐

어찌하여저희를위하여세례를받느뇨 30또어찌하여

우리가때마다위험을무릅쓰리요 31형제들아내가그

리스도예수우리주안에서가진바너희에게대한나

의자랑을두고단언하노니나는날마다죽노라 32내

가범인처럼에베소에서맹수로더불어싸웠으면내게

무슨유익이있느뇨죽은자가다시살지못할것이면

내일죽을터이니먹고마시자하리라 33속지말라악

한동무들은선한행실을더럽히나니 34깨어의를행

하고죄를짓지말라하나님을알지못하는자가있기

로내가너희를부끄럽게하기위하여말하노라 35누

가묻기를죽은자들이어떻게다시살며어떠한몸으

로오느냐하리니 36어리석은자여! 너의뿌리는씨가

죽지않으면살아나지못하겠고 37또너의뿌리는것

은장래형체를뿌리는것이아니요다만밀이나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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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알갱이뿐이로되 38하나님이그뜻대로저에게형

체를주시되각종자에게그형체를주시느니라 39육

체는다같은육체가아니니하나는사람의육체요, 하

나는짐승의육체요, 하나는새의육체요, 하나는물고

기의육체라 40하늘에속한형체도있고, 땅에속한형

체도있으나, 하늘에속한자의영광이따로있고, 땅에

속한자의영광이따로있으니 41해의영광도다르며,

달의영광도다르며, 별의영광도다른데, 별과별의영

광이다르도다 42죽은자의부활도이와같으니썩을

것으로심고썩지아니할것으로다시살며 43욕된것

으로심고영광스러운것으로다시살며약한것으로

심고강한것으로다시살며 44육의몸으로심고신령

한몸으로다시사나니육의몸이있은즉또신령한몸

이있느니라 45기록된바첫사람아담은산영이되었

다함과같이마지막아담은살려주는영이되었나니

46그러나먼저는신령한자가아니요육있는자요그

다음에신령한자니라 47첫사람은땅에서났으니흙

에속한자이거니와둘째사람은하늘에서나셨느니라

48무릇흙에속한자는저흙에속한자들과같고무릇

하늘에속한자는저하늘에속한자들과같으니 49우

리가흙에속한자의형상을입은것같이또한하늘에

속한자의형상을입으리라 50형제들아내가이것을

말하노니혈과육은하나님나라를유업으로받을수

없고또한썩은것은썩지아니한것을유업으로받지

못하느니라 51보라! 내가너희에게비밀을말하노니

우리가다잠잘것이아니요마지막나팔에순식간에

홀연히다변화하리니 52나팔소리가나매죽은자들

이썩지아니할것으로다시살고우리도변화하리라

53이썩을것이불가불썩지아니할것을입겠고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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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죽지아니함을입으리로다 54이썩을것이썩

지아니함을입고이죽을것이죽지아니함을입을때

에는사망이이김의삼킨바되리라고기록된말씀이

응하리라 55사망아! 너의이기는것이어디있느냐사

망아! 너의쏘는것이어디있느냐 (Hadēs g86) 56사망의

쏘는것은죄요죄의권능은율법이라 57우리주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우리에게이김을주시는하나님

께감사하노니 58그러므로내사랑하는형제들아견고

하며흔들리지말며항상주의일에더욱힘쓰는자들

이되라이는너희수고가주안에서헛되지않은줄을

앎이니라

16성도를위하는연보에대하여는내가갈라디아교

회들에게명한것같이너희도그렇게하라 2매주일첫

날에너희각사람이이(利)를얻은대로저축하여두

어서내가갈때에연보를하지않게하라 3내가이를

때에너희의인정한사람에게편지를주어너희의은

혜를예루살렘으로가지고가게하리니 4만일나도가

는것이합당하면저희가나와함께가리라 5내가마

게도냐를지날터이니마게도냐를지난후에너희에게

나아가서 6혹너희와함께머물며과동(過冬)할듯도

하니이는너희가나를나의갈곳으로보내어주게하

려함이라 7이제는지나는길에너희보기를원치하

니하노니이는주께서만일허락하시면얼마동안너

희와함께유하기를바람이라 8내가오순절까지에베

소에유하려함은 9내게광대하고공효(功效)를이루

는문(門)이열리고대적하는자가많음이니라 10디모

데가이르거든너희는조심하여저로두려움이없이

너희가운데있게하라이는저도나와같이주의일을

힘쓰는자임이니라 11그러므로누구든지저를멸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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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말고평안히보내어내게로오게하라나는저가형

제들과함께오기를기다리노라 12형제아볼로에대하

여는저더러형제들과함께너희에게가라고내가많

이권하되지금은갈뜻이일절없으나기회가있으면

가리라 13깨어믿음에굳게서서남자답게강건하여라

! 14너희모든일을사랑으로행하라! 15형제들아스데

바나의집은곧아가야의첫열매요또성도섬기기로

작정한줄을너희가아는지라내가너희를권하노니

16이같은자들과또함께일하며수고하는모든자에

게복종하라 17내가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

고의온것을기뻐하노니저희가너희의부족한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저희가나와너희마음을시원케

하였으니그러므로너희는이런자들을알아주라 19

아시아의교회들이너희에게문안하고아굴라와, 브리

스가와및그집에있는교회가주안에서너희에게간

절히문안하고 20모든형제도너희에게문안하니너희

는거룩하게입맞춤으로서로문안하라 21나바울은

친필로너희에게문안하노니 22만일누구든지주를사

랑하지아니하거든저주를받을지어다주께서임하시

느니라 23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가너희와함께하

고 24나의사랑이그리스도예수의안에서너희무리

와함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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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1하나님의뜻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예수의사도된

바울과및형제디모데는고린도에있는하나님의교

회와또온아가야에있는모든성도에게 2하나님우

리아버지와주예수그리스도로좇아은혜와평강이

있기를원하노라! 3찬송하리로다! 그는우리주예수

그리스도의하나님이시요자비의아버지시요모든위

로의하나님이시며 4우리의모든환난중에서우리를

위로하사우리로하여금하나님께받는위로로써모든

환난중에있는자들을능히위로하게하시는이시로

다 5그리스도의고난이우리에게넘친것같이우리의

위로도그리스도로말미암아넘치는도다 6우리가환

난받는것도너희의위로와구원을위함이요혹위로

받는것도너희의위로를위함이니이위로가너희속

에역사하여우리가받는것같은고난을너희도견디

게하느니라 7너희를위한우리의소망이견고함은너

희가고난에참예하는자가된것같이위로에도그러

할줄을앎이라 8형제들아우리가아시아에서당한환

난을너희가알지못하기를원치아니하노니힘에지

나도록심한고생을받아살소망까지끊어지고 9우리

마음에사형선고를받은줄알았으니이는우리로자

기를의뢰하지말고오직죽은자를다시살리시는하

나님만의뢰하게하심이라 10그가이같이큰사망에서

우리를건지셨고또건지시리라또한이후에라도건지

시기를그를의지하여바라노라 11너희도우리를위하

여간구함으로도우라이는우리가많은사람의기도

로얻은은사를인하여많은사람도우리를위하여감

사하게하려함이라 12우리가세상에서특별히너희에

게대하여하나님의거룩함과진실함으로써하되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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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혜로하지아니하고하나님의은혜로행함은우

리양심의증거하는바니이것이우리의자랑이라 13

오직너희가읽고아는것외에우리가다른것을쓰지

아니하노니너희가끝까지알기를내가바라는것은

14너희가대강우리를아는것같이우리주예수의날

에너희가우리의자랑이되고우리가너희의자랑이

되는것이라 15내가이확신을가지고너희로두번은

혜를얻게하기위하여먼저너희에게이르렀다가 16

너희를지나마게도냐에갔다가다시마게도냐에서너

희에게가서너희가보내줌으로유대로가기를경영하

였으니 17이렇게경영할때에어찌경홀히하였으리요

혹경영하기를육체를좇아경영하여예, 예하고아니,

아니라하는일이내게있었겠느냐 18하나님은미쁘시

니라우리가너희에게한말은예하고아니라함이없

노라 19우리곧나와실루아노와디모데로말미암아

너희가운데전파된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는

예하고아니라함이되지아니하였으니저에게는예

만되었느니라 20하나님의약속은얼마든지그리스도

안에서예가되니그런즉그로말미암아우리가아멘

하여하나님께영광을돌리게되느니라 21우리를너희

와함께그리스도안에서견고케하시고우리에게기

름을부으신이는하나님이시니 22저가또한우리에게

인치시고보증으로성령을우리마음에주셨느니라 23

내가내영혼을두고하나님을불러증거하시게하노

니다시고린도에가지아니한것은너희를아끼려함

이라 24우리가너희믿음을주관하려는것이아니요

오직너희기쁨을돕는자가되려함이니이는너희가

믿음에섰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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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가다시근심으로너희에게나아가지않기로스스

로결단하였노니 2내가너희를근심하게하면나의근

심하게한자밖에나를기쁘게하는자가누구냐 3내

가이같이쓴것은내가갈때에마땅히나를기쁘게할

자로부터도리어근심을얻을까염려함이요또너희

무리를대하여나의기쁨이너희무리의기쁨인줄확

신함이로라 4내가큰환난과애통한마음이있어많은

눈물로너희에게썼노니이는너희로근심하게하려

한것이아니요오직내가너희를향하여넘치는사랑

이있음을너희로알게하려함이라 5근심하게한자

가있었을지라도나를근심하게한것이아니요어느

정도너희무리를근심하게한것이니어느정도라함

은내가너무심하게하지아니하려함이라 6이러한

사람이많은사람에게서벌받은것이족하도다 7그런

즉너희는차라리저를용서하고위로할것이니저가

너무많은근심에잠길까두려워하노라 8그러므로너

희를권하노니사랑을저희에게나타내라 9너희가범

사에순종하는지그증거를알고자하여내가이것을

너희에게썼노라 10너희가무슨일이든지뉘게용서하

면나도그리하고내가만일용서한일이있으면용서

한그것은너희를위하여그리스도앞에서한것이니

11이는우리로사단에게속지않게하려함이라우리가

그궤계를알지못하는바가아니로라 12내가그리스

도의복음을위하여드로아에이르매주안에서문이

내게열렸으되 13내가내형제디도를만나지못하므

로내심령이편치못하여저희를작별하고마게도냐

로갔노라 14항상우리를그리스도안에서이기게하

시고우리로말미암아각처에서그리스도를아는냄새

를나타내시는하나님께감사하노라 15우리는구원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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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들에게나망하는자들에게나하나님앞에서그리

스도의향기니 16이사람에게는사망으로좇아사망에

이르는냄새요저사람에게는생명으로좇아생명에

이르는냄새라누가이것을감당하리요 17우리는수다

한사람과같이하나님의말씀을혼잡하게하지아니

하고곧순전함으로하나님께받은것같이하나님앞

에서와그리스도안에서말하노라

3우리가다시자천하기를시작하겠느냐우리가어찌

어떤사람처럼천거서(薦擧書)를너희에게부치거나

혹너희에게맡거나할필요가있느냐? 2너희가우리

의편지라우리마음에썼고뭇사람이알고읽는바라

3너희는우리로말미암아나타난그리스도의편지니

이는먹으로쓴것이아니요오직살아계신하나님의

영으로한것이며또돌비에쓴것이아니요오직육의

심비에한것이라 4우리가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나

님을향하여이같은확신이있으니 5우리가무슨일이

든지우리에게서난것같이생각하여스스로만족할

것이아니니우리의만족은오직하나님께로서났느니

라 6저가또우리로새언약의일군되기에만족케하

셨으니의문으로하지아니하고오직영으로함이니

의문은죽이는것이요영은살리는것임이니라 7돌에

써서새긴죽게하는의문(儀文)의 직분도영광이있어

이스라엘자손들이모세의얼굴의없어질영광을인하

여그얼굴을주목하지못하였거든 8하물며영의직분

이더욱영광이있지아니하겠느냐 9정죄의직분도영

광이있은즉의의직분은영광이더욱넘치리라 10영

광되었던것이더큰영광을인하여이에영광될것이

없으나 11없어질것도영광으로말미암았은즉길이있

을것은더욱영광가운데있느니라 12우리가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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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있으므로담대히말하노니 13우리는모세가이

스라엘자손들로장차없어질것의결국을주목치못

하게하려고수건을그얼굴에쓴것같이아니하노라

14그러나저희마음이완고하여오늘까지라도구약을

읽을때에그수건이오히려벗어지지아니하고있으

니그수건은그리스도안에서없어질것이라 15오늘

까지모세의글을읽을때에수건이오히려그마음을

덮었도다 16그러나언제든지주께로돌아가면그수건

이벗어지리라 17주는영이시니주의영이계신곳에

는자유함이있느니라! 18우리가다수건을벗은얼굴

로거울을보는것같이주의영광을보매저와같은형

상으로화하여영광으로영광에이르니곧주의영으

로말미암음이니라

4이러하므로우리가이직분을받아긍휼하심을입은

대로낙심하지아니하고 2이에숨은부끄러움의일을

버리고궤휼가운데행하지아니하며하나님의말씀을

혼잡케아니하고오직진리를나타냄으로하나님앞에

서각사람의양심에대하여스스로천거하노라 3만일

우리복음이가리웠으면망하는자들에게가리운것이

라 4그중에이세상신이믿지아니하는자들의마음

을혼미케하여그리스도의영광의복음의광채를비취

지못하게함이니그리스도는하나님의형상이니라

(aiōn g165) 5우리가우리를전파하는것이아니라오직

그리스도예수의주되신것과또예수를위하여우리

가너희의종된것을전파함이라 6어두운데서빛이

비취리라하시던그하나님께서예수그리스도의얼굴

에있는하나님의영광을아는빛을우리마음에비취

셨느니라 7우리가이보배를질그릇에가졌으니이는

능력의심히큰것이하나님께있고우리에게있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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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함을알게하려함이라 8우리가사방으로우겨쌈을

당하여도싸이지아니하며답답한일을당하여도낙심

하지아니하며 9핍박을받아도버린바되지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당하여도망하지아니하고 10우리가항

상예수죽인것을몸에짊어짐은예수의생명도우리

몸에나타나게하려함이라 11우리산자가항상예수

를위하여죽음에넘기움은예수의생명이또한우리

죽을육체에나타나게하려함이니라 12그런즉사망은

우리안에서역사하고생명은너희안에서하느니라

13기록한바내가믿는고로말하였다한것같이우리

가같은믿음의마음을가졌으니우리도믿는고로또

한말하노라 14주예수를다시살리신이가예수와함

께우리도다시살리사너희와함께그앞에서게하실

줄을아노니 15모든것을너희를위하여하는것은은

혜가많은사람의감사함으로말미암아더하여넘쳐서

하나님께영광을돌리게하려함이라 16그러므로우리

가낙심하지아니하노니겉사람은후패하나우리의

속은날로새롭도다 17우리의잠시받는환난의경(輕

)한것이지극히크고영원한영광의중(重)한것을우

리에게이루게함이니 (aiōnios g166) 18우리의돌아보는

것은보이는것이아니요, 보이지않는것이니보이는

것은잠간이요, 보이지않는것은영원함이니라 (aiōnios

g166)

5만일땅에있는우리의장막집이무너지면하나님

께서지으신집곧손으로지은것이아니요, 하늘에있

는영원한집이우리에게있는줄아나니 (aiōnios g166) 2

과연우리가여기있어탄식하며하늘로부터오는우

리처소로덧입기를간절히사모하노니 3이렇게입음

은벗은자들로발견되지않으려함이라 4이장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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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우리가짐진것같이탄식하는것은벗고자함이

아니요, 오직덧입고자함이니죽을것이생명에게삼

킨바되게하려함이라 5곧이것을우리에게이루게

하시고보증으로성령을우리에게주신이는하나님이

시니라 6이러므로우리가항상담대하여몸에거할때

에는주와따로거하는줄을아노니 7이는우리가믿

음으로행하고보는것으로하지아니함이로라 8우리

가담대하여원하는바는차라리몸을떠나주와함께

거하는그것이라 9그런즉우리는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기쁘시게하는자되기를힘쓰노라 10이는우리

가다반드시그리스도의심판대앞에드러나각각선

악간에그몸으로행한것을따라받으려함이라 11우

리가주의두려우심을알므로사람을권하노니우리가

하나님앞에알리워졌고또너희의양심에도알리워졌

기를바라노라 12우리가다시너희에게자천하는것이

아니요,오직우리를인하여자랑할기회를너희에게

주어마음으로하지않고외모로자랑하는자들을대

하게하려하는것이라 13우리가만일미쳤어도하나

님을위한것이요, 만일정신이온전하여도너희를위

한것이니 14그리스도의사랑이우리를강권하시는도

다우리가생각건대한사람이모든사람을대신하여

죽었은즉모든사람이죽은것이라 15저가모든사람

을대신하여죽으심은산자들로하여금다시는저희

자신을위하여살지않고오직저희를대신하여죽었

다가다시사신자를위하여살게하려함이니라 16그

러므로우리가이제부터는아무사람도육체대로알지

아니하노라비록우리가그리스도도육체대로알지아

니하노라비록우리가그리스도도육체대로알았으나

이제부터는이같이알지아니하노라 17그런즉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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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리스도안에있으면새로운피조물이라이전것

은지나갔으니보라! 새것이되었도다 18모든것이하

나님께로났나니저가그리스도로말미암아우리를자

기와화목하게하시고또우리에게화목하게하는직

책을주셨으니 19이는하나님께서그리스도안에계시

사세상을자기와화목하게하시며저희의죄를저희

에게돌리지아니하시고화목하게하는말씀을우리에

게부탁하셨느니라 20이러므로우리가그리스도를대

신하여사신이되어하나님이우리로너희를권면하시

는것같이그리스도를대신하여간구하노니너희는

하나님과화목하라! 21하나님이죄를알지도못하신

자로우리를대신하여죄를삼으신것은우리로하여

금저의안에서하나님의의가되게하려하심이니라

6우리가하나님과함께일하는일하는자로서너희를

권하노니하나님의은혜를헛되이받지말라 2가라사

대내가은혜를베풀때에너를듣고구원의날에너를

도왔다하셨으니보라! 지금은은혜받을만한때요, 보

라! 지금은구원의날이로다 3우리가이직책이훼방

을받지않게하려고무엇에든지아무에게도거리끼지

않게하고 4오직모든일에하나님의일군으로자천하

여많이견디는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5매맞음

과, 갇힘과, 요란한것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

지못함과, 6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감화와, 거짓이없는사랑과, 7진리의말씀과,

하나님의능력안에있어의의병기로좌우하고 8영광

과욕됨으로말미암으며악한이름과아름다운이름으

로말미암으며속이는자같으나참되고 9무명한자

같으나유명한자요죽는자같으나보라! 우리가살고

징계를받는자같으나죽임을당하지아니하고 10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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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는자같으나항상기뻐하고, 가난한자같으나많

은사람을부요하게하고, 아무것도없는자같으나모

든것을가진자로다 11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향하

여우리의입이열리고우리의마음이넓었으니 12너

희가우리안에서좁아진것이아니라오직너희심정

에서좁아진것이니라 13내가자녀에게말하듯하노니

보답하는양으로너희도마음을넓히라 14너희는믿지

않는자와멍에를같이하지말라의와불법이어찌함

께하며빛과어두움이어찌사귀며 15그리스도와벨

리알이어찌조화되며믿는자와믿지않는자가어찌

상관하며 16하나님의성전과우상이어찌일치가되리

요우리는살아계신하나님의성전이라이와같이하

나님께서가라사대내가저희가운데거하며두루행

하여나는저희하나님이되고저희는나의백성이되

리라하셨느니라 17그러므로주께서말씀하시기를너

희는저희중에서나와서따로있고부정한것을만지

지말라내가너희를영접하여 18너희에게아버지가

되고너희는내게자녀가되리라전능하신주의말씀

이니라하셨느니라

7그런즉사랑하는자들아이약속을가진우리가하

나님을두려워하는가운데서거룩함을온전히이루어

육과영의온갖더러운것에서자신을깨끗케하자 2

마음으로우리를영접하라우리가아무에게도불의를

하지않고아무에게도해롭게하지않고아무에게도

속여빼앗은일이없노라 3내가정죄하려고이말을

하는것이아니라이전에말하였거니와너희로우리

마음에있어함께죽고함께살게하고자함이라 4내

가너희를향하여하는말이담대한것도많고너희를

위하여자랑하는것도많으니내가우리의모든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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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도위로가가득하고기쁨이넘치는도다 5우

리가마게도냐에이르렀을때에도우리육체가편치못

하고사방으로환난을당하여밖으로는다툼이요안으

로는두려움이라 6그러나비천한자들을위로하시는

하나님이디도의옴으로우리를위로하셨으니 7저의

온것뿐아니요오직저가너희에게받은그위로로위

로하고너희의사모함과애통함과나를위하여열심

있는것을우리에게고함으로나로더욱기쁘게하였

느니라 8그러므로내가편지로너희를근심하게한것

을후회하였으나지금은후회하지아니함은그편지가

너희로잠시만근심하게한줄을앎이라 9내가지금

기뻐함은너희로근심하게한까닭이아니요도리어

너희가근심함으로회개함에이른까닭이라너희가하

나님의뜻대로근심하게된것은우리에게서아무해

(害)도받지않게하려함이라 10하나님의뜻대로하는

근심은후회할것이없는구원에이르게하는회개를

이루는것이요세상근심은사망을이루는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뜻대로하게한이근심이너희로얼마

나간절하게하며, 얼마나변명하게하며, 얼마나분하

게하며,얼마나두렵게하며,얼마나사모하게하며,

얼마나열심있게하며, 얼마나벌하게하였는가너희

가저일에대하여일절너희자신의깨끗함을나타내

었느니라 12그런즉내가너희에게쓴것은그불의행

한자를위한것도아니요그불의당한자를위한것도

아니요오직우리를위한너희의간절함이하나님앞

에서너희에게나타나게하려함이로라 13이로인하여

우리가위로를받았고우리의받은위로위에디도의

기쁨으로우리가더욱많이기뻐함은그의마음이너

희무리를인하여안심함을얻었음이니라 14내가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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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너희를위하여자랑한것이있더라도부끄럽지아

니하니우리가너희에게이른말이다참된것같이디

도앞에서우리의자랑한것도참되게되었도다 15저

가너희모든사람들이두려워하고떪으로자기를영

접하여순종한것을생각하고너희를향하여그의심

정이더욱깊었으니 16내가너희를인하여범사에담

대한고로기뻐하노라

8형제들아!하나님께서마게도냐교회들에게주신은

혜를우리가너희에게알게하노니 2환난의많은시련

가운데서저희넘치는기쁨과극한가난이저희로풍

성한연보를넘치도록하게하였느니라 3내가증거하

노니저희가힘대로할뿐아니라힘에지나도록자원

하여 4이은혜와성도섬기는일에참여함에대하여

우리에게간절히구하니 5우리의바라던것뿐아니라

저희가먼저자신을주께드리고또하나님뜻을좇아

우리에게주었도다 6이러므로우리가디도를권하여

너희가운데서시작하였은즉이은혜를그대로성취케

하라하였노라 7오직너희는믿음과말과지식과모든

간절함과우리를사랑하는이모든일에풍성한것같

이이은혜에도풍성하게할지니라 8내가명령으로하

는말이아니요오직다른이들의간절함을가지고너

희의사랑의진실함을증명코자함이로라 9우리주예

수그리스도의은혜를너희가알거니와부요하신자로

서너희를위하여가난하게되심은그의가난함을인

하여너희로부요케하려하심이니라 10이일에내가

뜻만보이노니이것은너희에게유익함이라너희가일

년전에행하기를먼저시작할뿐아니라원하기도하

였은즉 11이제는행하기를성취할지니마음에원하던

것과같이성취하되있는대로하라 12할마음만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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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있는대로받으실터이요없는것을받지아니하시

리라 13이는다른사람들은평안하게하고너희는곤

고하게하려는것이아니요평균케하려함이니 14이

제너희의유여한것으로저희부족한것을보충함은

후에저희유여(有餘)한 것으로너희부족한것을보충

하여평균하게하려함이라 15기록한것같이많이거

둔자도남지아니하였고적게거둔자도모자라지아

니하였느니라 16너희를위하여같은간절함을디도의

마음에도주시는하나님께감사하노니 17저가권함을

받고더욱간절함으로자원하여너희에게나아갔고 18

또저와함께한형제를보내었으니이사람은복음으

로서모든교회에서칭찬을받는자요 19이뿐아니라

저는동일한주의영광과우리의원(願)을 나타내기위

하여여러교회의택함을입어우리의맡은은혜의일

로우리와동행하는자라 20이것을조심함은우리가

맡은이거액의연보로인하여아무도우리를훼방하

지못하게하려함이니 21이는우리가주앞에서만아

니라사람앞에서도선한일에조심하려함이라 22또

저희와함께우리의한형제를보내었노니우리가여

러가지일에그간절한것을여러번시험하였거니와

이제저가너희를크게믿은고로더욱간절하니라 23

디도로말하면나의동무요너희를위한나의동역자

요우리형제들로말하면여러교회의사자들이요그

리스도의영광이니라 24그러므로너희는여러교회앞

에서너희의사랑과너희를대한우리자랑의증거를

저희에게보이라

9성도를섬기는일에대하여내가너희에게쓸필요

가없나니 2이는내가너희의원함을앎이라내가너

희를위하여마게도냐인들에게아가야에서는일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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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예비하였다자랑하였는데과연너희열심이퍽

많은사람들을격동시켰느니라 3그런데이형제들을

보낸것은이일에너희를위한우리의자랑이헛되지

않고내말한것같이준비하게하려함이라 4혹마게

도냐인들이나와함께가서너희의준비치아니한것

을보면너희는고사하고우리가이믿던것에부끄러

움을당할까두려워하노라 5이러므로내가이형제들

로먼저너희에게가서너희의전에약속한연보를미

리준비케하도록권면하는것이필요한줄생각하였

노니이렇게준비하여야참연보답고억지가아니니라

6이것이곧적게심는자는적게거두고많이심는자

는많이거둔다하는말이로다 7각각그마음에정한

대로할것이요인색함으로나억지로하지말지니하

나님은즐겨내는자를사랑하시느니라! 8하나님이능

히모든은혜를너희에게넘치게하시나니이는너희

로모든일에항상모든것이넉넉하여모든착한일을

넘치게하게하려하심이라 9기록한바저가흩어가

난한자들에게주었으니그의의가영원토록있느니라

함과같으니라 (aiōn g165) 10심는자에게씨와먹을양식

을주시는이가너희심을것을주사풍성하게하시고

너희의(義)의열매를더하게하시리니 11너희가모든

일에부요하여너그럽게연보를함은저희로우리로

말미암아하나님께감사하게하는것이라 12이봉사의

직무가성도들의부족한것만보충할뿐아니라사람

들의하나님께드리는많은감사를인하여넘쳤느니라

13이직무로증거를삼아너희의그리스도의복음을

진실히믿고복종하는것과저희와모든사람을섬기

는너희의후한연보를인하여하나님께영광을돌리

고 14또저희가너희를위하여간구하며하나님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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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에게주신지극한은혜를인하여너희를사모하느니

라 15말할수없는그의은사를인하여하나님께감사

하노라

10너희를대하여대면하면겸비하고떠나있으면담

대한나바울은이제그리스도의온유와관용으로친

히너희를권하고 2또한우리를육체대로행하는자로

여기는자들을대하여내가담대히대하려는것같이

너희와함께있을때에나로하여금이담대한태도로

대하지않게하기를구하노라 3우리가육체에있어행

하나육체대로싸우지아니하노니 4우리의싸우는병

기는육체에속한것이아니요오직하나님앞에서견

고한진을파하는강력이라 5모든이론을파하며하나

님아는것을대적하여높아진것을다파하고모든생

각을사로잡아그리스도에게복종케하니 6너희의복

종이온전히될때에모든복종치않는것을벌하려고

예비하는중에있노라 7너희는외모만보는도다만일

사람이자기가그리스도에게속한줄을믿을진대자기

가그리스도에게속한것같이우리도그러한줄을자

기속으로다시생각할것이라 8주께서주신권세는

너희를파하려고하신것이아니요세우려고하신것

이니내가이에대하여지나치게자랑하여도부끄럽지

아니하리라 9이는내가편지들로너희를놀라게하려

는것같이생각지않게함이니 10저희말이그편지들

은중하고힘이있으나그몸으로대할때는약하고말

이시원치않다하니 11이런사람은우리가떠나있을

때에편지들로말하는자가어떠한자이면함께있을

때에행하는자도그와같은자인줄알라 12우리가어

떤자기를칭찬하는자로더불어감히짝하며비교할

수없노라그러나저희가자기로서자기를헤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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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로서자기를비교하니지혜가없도다 13그러나우

리는분량밖의자랑을하지않고오직하나님이우리

에게분량으로나눠주신그분량의한계를따라하노

니곧너희에게까지이른것이라 14우리가너희에게

미치지못할자로서스스로지나쳐나아간것이아니

요그리스도의복음으로너희에게까지이른것이라 15

우리는남의수고를가지고분량밖의자랑하는것이

아니라오직너희믿음이더할수록우리의한계를따

라너희가운데서더욱위대하여지기를바라노라 16이

는남의한계안에예비한것으로자랑하지아니하고

너희지경을넘어복음을전하려함이라 17자랑하는

자는주안에서자랑할지니라! 18옳다인정함을받는

자는자기를칭찬하는자가아니요오직주께서칭찬

하시는자니라

11원컨대너희는나의좀어리석은것을용납하라청

컨대나를용납하라 2내가하나님의열심으로너희를

위하여열심내노니내가너희를정결한처녀로한남

편인그리스도께드리려고중매함이로다 3뱀이그간

계로이와를미혹케한것같이너희마음이그리스도

를향하는진실함과깨끗함에서떠나부패할까두려워

하노라 4만일누가가서우리의전파하지아니한다른

예수를전파하거나혹너희의받지아니한다른영을

받게하거나혹너희의받지아니한다른복음을받게

할때에는너희가잘용납하는구나 5내가지극히큰

사도들보다부족한것이조금도없는줄생각하노라 6

내가비록말에는졸(拙)하나지식에는그렇지아니하

니이것을우리가모든사람가운데서모든일로너희

에게나타내었노라 7내가너희를높이려고나를낮추

어하나님의복음을값없이너희에게전함으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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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느냐 8내가너희를섬기기위하여다른여러교회

에서요(料)를받은것이탈취한것이라 9또내가너희

에게있어용도가부족하되아무에게도누를끼치지

아니함은마게도냐에서온형제들이나의부족한것을

보충하였음이라내가모든일에너희에게폐를끼치지

않기위하여스스로조심하였거니와또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진리가내속에있으니아가야지방에서

나의이자랑이막히지아니하리라 11어떠한연고뇨

내가너희를사랑하지아니함이냐하나님이아시느니

라 12내가하는것을또하리니기회를찾는자들의그

기회를끊어저희로하여금그자랑하는일에대하여

우리와같이되게하려함이로라 13저런사람들은거

짓사도요궤휼의역군(役軍)이니자기를그리스도의

사도로가장하는자들이니라 14이것이이상한일이아

니라사단도자기를광명의천사로가장하나니 15그러

므로사단의일군들도자기를의의일군으로가장하는

것이또한큰일이아니라저희의결국은그행위대로

되리라 16내가다시말하노니누구든지나를어리석은

자로여기지말라만일그러하더라도나로조금자랑

하게어리석은자로받으라 17내가말하는것은주를

따라하는말이아니요오직어리석은자와같이기탄

없이자랑하노라 18여러사람이육체를따라자랑하니

나도자랑하겠노라 19너희는지혜로운자로서어리석

은자들을기쁘게용납하는구나 20누가너희로종을

삼거나잡아먹거나사로잡거나자고하다하거나뺨을

칠지라도너희가용납하는도다 21우리가약한것같이

내가욕되게말하노라그러나누가무슨일에담대하

면어리석은말이나마나도담대하리라 22저희가히브

리인이냐나도그러하며저희가이스라엘인이냐?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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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며저희가아브라함의씨냐? 나도그러하며 23

저희가그리스도의일군이냐정신없는말을하거니와

나도더욱그러하도다내가수고를넘치도록하고옥

에갇히기도더많이하고,매도수없이맞고,여러번

죽을뻔하였으니 24유대인들에게사십에하나감한매

를다섯번맞았으며 25세번태장으로맞고한번돌로

맞고세번파선하는데일주야를깊음에서지냈으며

26여러번여행에강의위험과, 강도의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위험과, 시내의위험과, 광야의위험

과,바다의위험과,거짓형제중의위험을당하고 27또

수고하며애쓰고여러번자지못하고주리며목마르

고여러번굶고춥고헐벗었노라 28이외의일은고사

하고오히려날마다내속에눌리는일이있으니곧모

든교회를위하여염려하는것이라 29누가약하면내

가약하지아니하며누가실족하게되면내가애타하

지않더냐 30내가부득불자랑할진대나의약한것을

자랑하리라! 31주예수의아버지영원히찬송할하나

님이나의거짓말아니하는줄을아시느니라 (aiōn g165)

32다메섹에서아레다왕의방백이나를잡으려고다메

섹성을지킬새 33내가광주리를타고들창문으로성

벽을내려가그손에서벗어났노라

12무익하나마내가부득불자랑하노니주의환상과

계시를말하리라 2내가그리스도안에있는한사람을

아노니십사년전에그가세째하늘에이끌려간자라

(그가몸안에있었는지몸밖에있었는지나는모르거

니와하나님은아시느니라) 3내가이런사람을아노니

(그가몸안에있었는지몸밖에있었는지나는모르거

니와하나님은아시느니라) 4그가낙원으로이끌려가

서말할수없는말을들었으니사람이가히이르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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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이로다 5내가이런사람을위하여자랑하겠으나

나를위하여는약한것들외에자랑치아니하리라 6내

가만일자랑하고자하여도어리석은자가되지아니

할것은내가참말을함이라그러나누가나를보는바

와내게듣는바에지나치게생각할까두려워하여그

만두노라 7여러계시를받은것이지극히크므로너

무자고(自高)하지않게하시려고내육체에가시곧

사단의사자를주셨으니이는나를쳐서너무자고하

지않게하려하심이니라 8이것이내게서떠나기위하

여내가세번주께간구하였더니 9내게이르시기를

내은혜가네게족하도다! 이는내능력이약한데서온

전하여짐이라하신지라이러므로도리어크게기뻐함

으로나의여러약한것들에대하여자랑하리니이는

그리스도의능력으로내게머물게하려함이라 10그러

므로내가그리스도를위하여약한것들과, 능욕과, 궁

핍과, 핍박과, 곤란을기뻐하노니이는내가약할그때

에곧강함이니라 11내가어리석은자가되었으나너

희에게억지로시킨것이니내가너희에게칭찬을받

아야마땅하도다내가아무것도아니나지극히큰사

도들보다조금도부족하지아니하니라 12사도의표

(標)된것은내가너희가운데서모든참음과,표적과,

기사와, 능력을행한것이라 13내자신이너희에게폐

를끼치지아니한일밖에다른교회보다부족하게한

것이무엇이있느냐?너희는나의이공평치못한것을

용서하라 14보라이제세번째너희에게가기를예비

하였으나너희에게폐를끼치지아니하리라나의구하

는것은너희재물이아니요오직너희니라어린아이

가부모를위하여재물을저축하는것이아니요이에

부모가어린아이를위하여하느니라 15내가너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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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위하여크게기뻐함으로재물을허비하고또내

자신까지허비하리니너희를더욱사랑할수록나는

덜사랑을받겠느냐 16하여간어떤이의말이내가너

희에게짐을지우지는아니하였을지라도공교한자가

되어궤계로너희를취하였다하니 17내가너희에게

보낸자중에누구로너희의이(利)를취하더냐? 18내

가디도를권하고함께한형제를보내었으니디도가

너희의이(利)를취하더냐우리가동일한성령으로행

하지아니하더냐동일한보조로하지아니하더냐? 19

이때까지우리가우리를너희에게변명하는줄로생

각하는구나우리가그리스도안에서하나님앞에말하

노라사랑하는자들아! 이모든것은너희의덕을세우

기위함이니라 20내가갈때에너희를나의원하는것

과같이보지못하고또내가너희에게너희의원치않

는것과같이보일까두려워하며또다툼과, 시기와, 분

냄과,당짓는것과,중상함과,수군수군하는것과,거

만함과, 어지러운것이있을까두려워하고 21또내가

다시갈때에내하나님이나를너희앞에서낮추실까

두려워하고또내가전에죄를지은여러사람의그행

한바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회개치아니함을

인하여근심할까두려워하노라

13내가이제세번째너희에게갈터이니두세증인

의입으로말마다확정하리라 2내가이미말하였거니

와지금떠나있으나두번째대면하였을때와같이전

에죄지은자들과그남은모든사람에게미리말하노

니내가다시가면용서하지아니하리라 3이는그리스

도께서내안에서말씀하시는증거를너희가구함이니

저가너희를향하여약하지않고도리어너희안에서

강하시니라 4그리스도께서약하심으로십자가에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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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히셨으나오직하나님의능력으로살으셨으니우리

도저의안에서약하나너희를향하여하나님의능력

으로저와함께살리라 5너희가믿음에있는가너희

자신을시험하고너희자신을확증하라예수그리스도

께서너희안에계신줄을너희가스스로알지못하느

냐?그렇지않으면너희가버리운자니라 6우리가버

리운자되지아니한것을너희가알기를내가바라고

7우리가하나님께서너희로악을조금도행하지않게

하시기를구하노니이는우리가옳은자임을나타내고

자함이아니라오직우리는버리운자같을지라도너

희로선을행하게하고자함이라 8우리는진리를거스

려아무것도할수없고오직진리를위할뿐이니 9우

리가약할때에너희의강한것을기뻐하고또이것을

위하여구하니곧너희의온전하게되는것이라 10이

를인하여내가떠나있을때에이렇게쓰는것은대면

할때에주께서너희를파하려하지않고세우려하여

내게주신그권세를따라엄하지않게하려함이니라

11마지막으로말하노니형제들아기뻐하라! 온전케되

며위로를받으며마음을같이하며평안할지어다!또

사랑과평강의하나님이너희와함께계시리라거룩하

게입맞춤으로서로문안하라 12모든성도가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하나님의

사랑과성령의교통하심이너희무리와함께있을지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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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1사람들에게서난것도아니요사람으로말미암은것

도아니요오직예수그리스도와및죽은자가운데서

그리스도를살리신하나님아버지로말미암아사도된

바울은 2함께있는모든형제로더불어갈라디아여러

교회들에게 3우리하나님아버지와주예수그리스도

로좇아은혜와평강이있기를원하노라 4그리스도께

서하나님곧우리아버지의뜻을따라이악한세대에

서우리를건지시려고우리죄를위하여자기몸을드

리셨으니 (aiōn g165) 5영광이저에게세세토록있을지어

다! 아멘 (aiōn g165) 6그리스도의은혜로너희를부르신

이를이같이속히떠나다른복음좇는것을내가이상

히여기노라 7다른복음은없나니다만어떤사람들이

너희를요란케하여그리스도의복음을변하려함이라

8그러나우리나혹하늘로부터온천사라도우리가너

희에게전한복음외에다른복음을전하면저주를받

을지어다! 9우리가전에말하였거니와내가지금다시

말하노니만일누구든지너희의받은것외에다른복

음을전하면저주를받을지어다! 10이제내가사람들

에게좋게하랴하나님께좋게하랴사람들에게기쁨

을구하랴내가지금까지사람의기쁨을구하는것이

었더면그리스도의종이아니니라 11형제들아내가너

희에게알게하노니내가전한복음이사람의뜻을따

라된것이아니라 12이는내가사람에게서받은것도

아니요배운것도아니요오직예수그리스도의계시

로말미암은것이라 13내가이전에유대교에있을때

에행한일을너희가들었거니와하나님의교회를심

히핍박하여잔해하고 14내가내동족중여러연갑자

(年甲者)보다유대교를지나치게믿어내조상의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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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하여더욱열심이있었으나 15그러나내어머니

의태로부터나를택정(擇定)하시고은혜로나를부르

신이가 16그아들을이방에전하기위하여그를내속

에나타내시기를기뻐하실때에내가곧혈육과의논

하지아니하고 17또나보다먼저사도된자들을만나

려고예루살렘으로가지아니하고오직아라비아로갔

다가다시다메섹으로돌아갔노라 18그후삼년만에

내가게바를심방하려고예루살렘에올라가서저와함

께십오일을유할쌔 19주의형제야고보외에다른사

도들을보지못하였노라 20보라내가너희에게쓰는

것은하나님앞에서거짓말이아니로라 21그후에내

가수리아와길리기아지방에이르렀으나 22유대에그

리스도안에있는교회들이나를얼굴로알지못하고

23다만우리를핍박하던자가전에잔해하던그믿음

을지금전한다함을듣고 24나로말미암아영광을하

나님께돌리니라

2십사년후에내가바나바와함께디도를데리고다

시예루살렘에올라갔노니 2계시를인하여올라가내

가이방가운데서전파하는복음을저희에게제출하되

유명한자들에게사사로이한것은내가달음질하는

것이나달음질한것이헛되지않게하려함이라 3그러

나나와함께있는헬라인디도라도억지로할례를받

게아니하였으니 4이는가만히들어온거짓형제까닭

이라저희가가만히들어온것은그리스도예수안에

서우리의가진자유를엿보고우리를종으로삼고자

함이로되 5우리가일시라도복종치아니하였으니이

는복음의진리로너희가운데항상있게하려함이라

6유명하다는이들중에 (본래어떤이들이든지내게상

관이없으며하나님은사람의외모를취하지아니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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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저유명한이들은내게더하여준것이없고 7도

리어내가무할례자에게복음전함을맡기를베드로가

할례자에게맡음과같이한것을보고 8베드로에게역

사하사그를할례자의사도로삼으신이가또한내게

역사하사나를이방인에게사도로삼으셨느니라 9또

내게주신은혜를알므로기둥같이여기는야고보와

게바와요한도나와바나바에게교제의악수를하였으

니이는우리는이방인에게로,저희는할례자에게로

가게하려함이라 10다만우리에게가난한자들생각

하는것을부탁하였으니이것을나도본래힘써행하

노라 11게바가안디옥에이르렀을때에책망할일이

있기로내가저를면책(面責)하였노라 12야고보에게

서온어떤이들이이르기전에게바가이방인과함께

먹다가저희가오매그가할례자들을두려워하여떠나

물러가매 13남은유대인들도저와같이외식하므로바

나바도저희의외식에유혹되었느니라 14그러므로나

는저희가복음의진리를따라바로행하지아니함을

보고모든자앞에서게바에게이르되네가유대인으

로서이방을좇고유대인답게살지아니하면서어찌하

여억지로이방인을유대인답게살게하려느냐하였노

라 15우리는본래유대인이요이방죄인이아니로되

16사람이의롭게되는것은율법의행위에서난것이

아니요오직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는줄

아는고로우리도그리스도예수를믿나니이는우리가

율법의행위에서아니고그리스도를믿음으로서의롭

다함을얻으려함이라율법의행위로서는의롭다함

을얻을육체가없느니라 17만일우리가그리스도안

에서의롭게되려하다가죄인으로나타나면그리스도

께서죄를짓게하는자냐결코그럴수없느니라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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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내가헐었던것을다시세우면내가나를범법한자

로만드는것이라 19내가율법으로말미암아율법을

향하여죽었나니이는하나님을향하여살려함이니라

20내가그리스도와함께십자가에못박혔나니그런즉

이제는내가산것이아니요오직내안에그리스도께

서사신것이라이제내가육체가운데사는것은나를

사랑하사나를위하여자기몸을버리신하나님의아

들을믿는믿음안에서사는것이라 21내가하나님의

은혜를폐하지아니하노니만일의롭게되는것이율

법으로말미암으면그리스도께서헛되이죽으셨느니

라

3어리석도다갈라디아사람들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못박히신것이너희눈앞에밝히보이거늘

누가너희를꾀더냐 2내가너희에게다만이것을알려

하노니너희가성령을받은것은율법의행위로냐?듣

고믿음으로냐? 3너희가이같이어리석으냐?성령으

로시작하였다가이제는육체로마치겠느냐? 4너희가

이같이많은괴로움을헛되이받았느냐? 과연헛되냐?

5너희에게성령을주시고너희가운데서능력을행하

시는이의일이율법의행위에서냐? 듣고믿음에서냐?

6아브라함이하나님을믿으매이것을그에게의로정

하셨다함과같으니라 7그런즉믿음으로말미암은자

들은아브라함의아들인줄알지어다! 8또하나님이

이방을믿음으로말미암아의로정하실것을성경이

미리알고먼저아브라함에게복음을전하되모든이

방이너를인하여복을받으리라하였으니 9그러므로

믿음으로말미암은자는믿음이있는아브라함과함께

복을받느니라 10무릇율법행위에속한자들은저주

아래있나니기록된바누구든지율법책에기록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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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온갖일을항상행하지아니하는자는저주아래있

는자라하였음이라 11또하나님앞에서아무나율법

으로말미암아의롭게되지못할것이분명하니이는

의인이믿음으로살리라하였음이니라 12율법은믿음

에서난것이아니라이를행하는자는그가운데서살

리라하였느니라 13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하여저주

를받은바되사율법의저주에서우리를속량하셨으

니기록된바나무에달린자마다저주아래있는자라

하였음이라 14이는그리스도예수안에서아브라함의

복이이방인에게미치게하고또우리로하여금믿음

으로말미암아성령의약속을받게하려함이니라 15형

제들아! 사람의예대로말하노니사람의언약이라도

정한후에는아무나폐하거나더하거나하지못하느니

라 16이약속들은아브라함과그자손에게말씀하신

것인데여럿을가리켜그자손들이라하지아니하시고

오직하나를가리켜네자손이라하셨으니곧그리스

도라 17내가이것을말하노니하나님의미리정하신

언약을사백삼십년후에생긴율법이없이하지못하

여그약속을헛되게하지못하리라 18만일그유업이

율법에서난것이면약속에서난것이아니리라그러

나하나님이약속으로말미암아아브라함에게은혜로

주신것이라 19그런즉율법은무엇이냐? 범법함을인

하여더한것이라천사들로말미암아중보의손을빌

어베푸신것인데약속하신자손이오시기까지있을

것이라 20중보는한편만위한자가아니나오직하나

님은하나이시니라 21그러면율법이하나님의약속들

을거스리느냐?결코그럴수없느니라만일능히살게

하는율법을주셨더면의가반드시율법으로말미암았

으리라 22그러나성경이모든것을죄아래가두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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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이는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은약속을

믿는자들에게주려함이니라 23믿음이오기전에우

리가율법아래매인바되고계시될믿음의때까지갇

혔느니라 24이같이율법이우리를그리스도에게로인

도하는몽학(夢學)선생이되어우리로하여금믿음으

로말미암아의롭다함을얻게하려함이니라 25믿음

이온후로는우리가몽학선생아래있지아니하도다

26너희가다믿음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예수안에서

하나님의아들이되었으니 27누구든지그리스도와합

하여세례를받은자는그리스도로옷입었느니라 28너

희는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

나, 여자없이다그리스도예수안에서하나이니라 29

너희가그리스도께속한자면곧아브라함의자손이요

약속대로유업을이을자니라

4내가또말하노니유업을이을자가모든것의주인

이나어렸을동안에는종과다름이없어서 2그아버지

의정한때까지후견인과청지기아래있나니 3이와

같이우리도어렸을때에이세상초등학문아래있어

서종노릇하였더니 4때가차매하나님이그아들을보

내사여자에게서나게하시고율법아래나게하신것

은 5율법아래있는자들을속량하시고우리로아들의

명분을얻게하려하심이라 6너희가아들인고로하나

님이그아들의영을우리마음가운데보내사아바, 아

버지라부르게하셨느니라 7그러므로네가이후로는

종이아니요아들이니아들이면하나님으로말미암아

유업을이을자니라 8그러나너희가그때에는하나님

을알지못하여본질상하나님이아닌자들에게종노

릇하였더니 9이제는너희가하나님을알뿐더러하나

님의아신바되었거늘어찌하여다시약하고천한초



갈라디아서 2134

등학문으로돌아가서다시저희에게종노릇하려하

느냐 10너희가날과달과절기와해를삼가지키니 11

내가너희를위하여수고한것이헛될까두려워하노라

12형제들아내가너희와같이되었은즉너희도나와

같이되기를구하노라너희가내게해롭게하지아니

하였느니라 13내가처음에육체의약함을인하여너희

에게복음을전한것을너희가아는바라 14너희를시

험하는것이내육체에있으되이것을너희가업신여

기지도아니하며버리지도아니하고오직나를하나님

의천사와같이또는그리스도예수와같이영접하였

도다 15너희의복이지금어디있느냐? 내가너희에게

증거하노니너희가할수만있었더면너희의눈이라도

빼어나를주었으리라 16그런즉내가너희에게참된

말을하므로원수가되었느냐? 17저희가너희를대하

여열심내는것이좋은뜻이아니요오직너희를이간

붙여너희로저희를대하여열심내게하려함이라 18

좋은일에대하여열심으로사모함을받음은내가너

희를대하였을때뿐아니라언제든지좋으니라 19나의

자녀들아너희속에그리스도의형상이이루기까지다

시너를위하여해산하는수고를하노니 20내가이제

라도너희와함께있어내음성을변하려함은너희를

대하여의심이있음이라 21내게말하라율법아래있

고자하는자들아율법을듣지못하였느냐? 22기록된

바아브라함이두아들이있으니하나는계집종에게서

하나는자유하는여자에게서났다하였으나 23계집종

에게서는육체를따라났고자유하는여자에게서는약

속으로말미암았느니라 24이것은비유니이여자들은

두언약이라하나는시내산으로부터종을낳은자니

곧하가라 25이하가는아라비아에있는시내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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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있는예루살렘과같은데니저가그자녀들로더

불어종노릇하고 26오직위에있는예루살렘은자유자

니곧우리어머니라 27기록된바잉태치못한자여즐

거워하라구로치못한자여소리질러외치라이는홀

로사는자의자녀가남편있는자의자녀보다많음이

라하였으니 28형제들아! 너희는이삭과같이약속의

자녀라 29그러나그때에육체를따라난자가성령을

따라난자를핍박한것같이이제도그러하도다 30그

러나성경이무엇을말하느뇨계집종과그아들을내

어쫓으라계집종의아들이자유하는여자의아들로

더불어유업을얻지못하리라하였느니라 31그런즉형

제들아! 우리는계집종의자녀가아니요자유하는여

자의자녀니라

5그리스도께서우리로자유케하려고자유를주셨으

니그러므로굳세게서서다시는종의멍에를메지말

라! 2보라나바울은너희에게말하노니너희가만일

할례를받으면그리스도께서너희에게아무유익이없

으리라 3내가할례를받는각사람에게다시증거하노

니그는율법전체를행할의무를가진자라 4율법안

에서의롭다함을얻으려하는너희는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은혜에서떨어진자로다 5우리가성령으로

믿음을좇아의의소망을기다리노니 6그리스도예수

안에서는할례나무할례가효력이없되사랑으로써역

사하는믿음뿐이니라! 7너희가달음질을잘하더니누

가너희를막아진리를순종치않게하더냐? 8그권면

이너희를부르신이에게서난것이아니라 9적은누

룩이온덩이에퍼지느니라 10나는너희가아무다른

마음도품지아니할줄을주안에서확신하노라그러

나너희를요동케하는자는누구든지심판을받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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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1형제들아! 내가지금까지할례를전하면어찌하

여지금까지핍박을받으리요그리하였으면십자가의

거치는것이그쳤으리니 12너희를어지럽게하는자들

이스스로베어버리기를원하노라 13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위하여부르심을입었으나그러나그자유로

육체의기회를삼지말고오직사랑으로서로종노릇

하라! 14온율법은네이웃사랑하기를네몸같이하라

하신한말씀에이루었나니 15만일서로물고먹으면

피차멸망할까조심하라 16내가이르노니너희는성령

을좇아행하라그리하면육체의욕심을이루지아니

하리라 17육체의소욕은성령을거스리고성령의소욕

은육체를거스리나니이둘이서로대적함으로너희

의원하는것을하지못하게하려함이니라 18너희가

만일성령의인도하시는바가되면율법아래있지아

니하리라 19육체의일은현저하니곧음행과, 더러운

것과,호색과, 20우상숭배와,술수와, 원수를맺는것

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것과, 분리함과, 이

단과, 21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그와같은것

들이라전에너희에게경계한것같이경계하노니이런

일을하는자들은하나님의나라를유업으로받지못

할것이요 22오직성령의열매는사랑과, 희락과, 화평

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온유와, 절

제니이같은것을금지할법이없느니라 24그리스도

예수의사람들은육체와함께그정과욕심을십자가

에못박았느니라 25만일우리가성령으로살면또한

성령으로행할지니 26헛된영광을구하여서로격동하

고서로투기하지말지니라

6형제들아! 사람이만일무슨범죄한일이드러나거

든신령한너희는온유한심령으로그러한자를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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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네자신을돌아보아너도시험을받을까두려워

하라 2너희가짐을서로지라! 그리하여그리스도의

법을성취하라 3만일누가아무것도되지못하고된

줄로생각하면스스로속임이니라 4각각자기의일을

살피라그리하면자랑할것이자기에게만있고남에게

는있지아니하리니 5각각자기의짐을질것임이니라

6가르침을받는자는말씀을가르치는자와모든좋은

것을함께하라! 7스스로속이지말라! 하나님은만홀

히여김을받지아니하시나니사람이무엇으로심든지

그대로거두리라! 8자기의육체를위하여심는자는

육체로부터썩어진것을거두고성령을위하여심는

자는성령으로부터영생을거두리라 (aiōnios g166) 9우리

가선을행하되낙심하지말지니피곤하지아니하면

때가이르매거두리라 10그러므로우리는기회있는

대로모든이에게착한일을하되더욱믿음의가정들

에게할지니라 11내손으로너희에게이렇게큰글자

로쓴것을보라 12무릇육체의모양을내려하는자들

이억지로너희로할례받게함은저희가그리스도의

십자가를인하여핍박을면하려함뿐이라 13할례받은

저희라도스스로율법은지키지아니하고너희로할례

받게하려하는것은너희의육체로자랑하려함이니

라 14그러나내게는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

외에결코자랑할것이없으니그리스도로말미암아

세상이나를대하여십자가에못박히고내가또한세

상을대하여그러하니라 15할례나무할례가아무것도

아니로되오직새로지으심을받은자뿐이니라 16무릇

이규례를행하는자에게와하나님의이스라엘에게평

강과긍휼이있을지어다! 17이후로는누구든지나를

괴롭게말라내가내몸에예수의흔적을가졌노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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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아!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가너희심령

에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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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하나님의뜻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예수의사도된

바울은에베소에있는성도들과그리스도예수안에

신실한자들에게편지하노니 2하나님우리아버지와

주예수그리스도로좇아은혜와평강이너희에게있

을지어다! 3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곧우리주예수그

리스도의아버지께서그리스도안에서하늘에속한모

든신령한복으로우리에게복주시되 4곧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우리를택하사우리로사랑안에서

그앞에거룩하고흠이없게하시려고 5그기쁘신뜻

대로우리를예정하사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자기

의아들들이되게하셨으니 6이는그의사랑하시는자

안에서우리에게거저주시는바그의은혜의영광을

찬미하게하려는것이라 7우리가그리스도안에서그

의은혜의풍성함을따라그의피로말미암아구속곧

죄사함을받았으니 8이는그가모든지혜와총명으로

우리에게넘치게하사 9그뜻의비밀을우리에게알리

셨으니곧그기쁘심을따라그리스도안에서때가찬

경륜(經綸)을위하여예정하신것이니 10하늘에있는

것이나땅에있는것이다그리스도안에서통일되게

하려하심이라 11모든일을그마음의원대로역사하

시는자의뜻을따라우리가예정을입어그안에서기

업이되었으니 12이는그리스도안에서전부터바라던

우리로그의영광의찬송이되게하려하심이라 13그

안에서너희도진리의말씀곧너희의구원의복음을

듣고그안에서또한믿어약속의성령으로인치심을

받았으니 14이는우리의기업에보증이되사그얻으

신것을구속하시고그의영광을찬미하게하려하심

이라 15이를인하여주예수안에서너희믿음과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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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향한사랑을나도듣고 16너희를인하여감사

하기를마지아니하고내가기도할때에너희를말하

노라 17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하나님, 영광의아버

지께서지혜와계시의정신을너희에게주사하나님을

알게하시고 18너희마음눈을밝히사그의부르심의

소망이무엇이며성도안에서그기업의영광의풍성

이무엇이며 19그의힘의강력으로역사하심을따라

믿는우리에게베푸신능력의지극히크심이어떤것

을너희로알게하시기를구하노라 20그능력이그리

스도안에서역사하사죽은자들가운데서다시살리

시고하늘에서자기의오른편에앉히사 21모든정사

(政事)와권세와능력과주관하는자와이세상뿐아

니라오는세상에일컫는모든이름위에뛰어나게하

시고 (aiōn g165) 22또만물을그발아래복종하게하시고

그를만물위에교회의머리로주셨느니라 23교회는

그의몸이니만물안에서만물을충만케하시는자의

충만이니라

2너희의허물과죄로죽었던너희를살리셨도다 2그

때에너희가그가운데서행하여이세상풍속을좇고

공중의권세잡은자를따랐으니곧지금불순종의아

들들가운데서역사하는영(靈)이라 (aiōn g165) 3전에는

우리도다그가운데서우리육체의욕심을따라지내

며육체와마음의원하는것을하여다른이들과같이

본질상진노의자녀이었더니 4긍휼에풍성하신하나

님이우리를사랑하신그큰사랑을인하여 5허물로

죽은우리를그리스도예수안에서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구원을얻은것이라) 6또함께일으키사그리

스도예수안에서함께하늘에앉히시니 7이는그리스

도예수안에서우리에게자비하심으로써그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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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풍성함을오는여러세대에나타내려하심이니

라 (aiōn g165) 8너희가그은혜를인하여믿음으로말미

암아구원을얻었나니이것이너희에게서난것이아

니요하나님의선물이라 9행위에서난것이아니니이

는누구든지자랑치못하게함이니라 10우리는그의

만드신바라그리스도예수안에서선한일을위하여

지으심을받은자니이일은하나님이전에예비하사

우리로그가운데서행하게하려하심이니라 11그러므

로생각하라!너희는그때에육체로이방인이요손으

로육체에행한할례당이라칭하는자들에게무할례당

이라칭함을받는자들이라 12그때에너희는그리스

도밖에있었고이스라엘나라밖의사람이라약속의

언약들에대하여외인(外人)이요세상에서소망이없

고하나님도없는자이더니 13이제는전에멀리있던

너희가그리스도예수안에서그리스도의피로가까와

졌느니라 14그는우리의화평이신지라둘로하나를만

드사중간에막힌담을허시고 15원수된것곧의문에

속한계명의율법을자기육체로폐하셨으니이는이

둘로자기의안에서한새사람을지어화평하게하시

고 16또십자가로이둘을한몸으로하나님과화목하

게하려하심이라원수된것을십자가로소멸하시고

17또오셔서먼데있는너희에게평안을전하고가까

운데있는자들에게평안을전하셨으니 18이는저로

말미암아우리둘이한성령안에서아버지께나아감

을얻게하려하심이라 19그러므로이제부터너희가

외인도아니요손도아니요오직성도들과동일한시

민이요하나님의권속(眷屬)이라 20너희는사도들과

선지자들의터위에세우심을입은자라그리스도예

수께서친히모퉁이돌이되셨느니라 21그의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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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마다서로연결하여주안에서성전이되어가고

22너희도성령안에서하나님의거하실처소가되기

위하여예수안에서함께지어져가느니라

3이러므로그리스도예수의일로너희이방을위하여

갇힌자된나바울은 2너희를위하여내게주신하나

님의그은혜의경륜을너희가들었을터이라 3곧계

시로내게비밀을알게하신것은내가이미대강기록

함과같으니 4이것을읽으면그리스도의비밀을내가

깨달은것을너희가알수있으리라 5이제그의거룩

한사도들과선지자들에게성령으로나타내신것같이

다른세대에서는사람의아들들에게알게하지아니하

셨으니 6이는이방인들이복음으로말미암아그리스

도예수안에서함께후사가되고함께지체가되고함

께약속에참예하는자가됨이라 7이복음을위하여

그의능력이역사하시는대로내게주신하나님의은

혜의선물을따라내가일군이되었노라 8모든성도

중에지극히작은자보다더작은나에게이은혜를주

신것은측량할수없는그리스도의풍성을이방인에

게전하게하시고 9영원부터만물을창조하신하나님

속에감취었던비밀의경륜이어떠한것을드러내게

하려하심이라 (aiōn g165) 10이는이제교회로말미암아

하늘에서정사와권세들에게하나님의각종지혜를알

게하려하심이니 11곧영원부터우리주그리스도예

수안에서예정하신뜻대로하신것이라 (aiōn g165) 12우

리가그안에서그를믿음으로말미암아담대함과하

나님께당당히나아감을얻느니라 13그러므로너희에

게구하노니너희를위한나의여러환난에대하여낙

심치말라이는너희의영광이니라 14이러하므로내가

하늘과땅에있는각족속에게 15이름을주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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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무릎을꿇고비노니 16그영광의풍성을따라그

의성령으로말미암아너희속사람을능력으로강건

하게하옵시며 17믿음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께서너

희마음에계시게하옵시고너희가사랑가운데서뿌

리가박히고터가굳어져서 18능히모든성도와함께

지식에넘치는그리스도의사랑을알아 19그넓이와

길이와높이와깊이가어떠함을깨달아하나님의모든

충만하신것으로너희에게충만하게하시기를구하노

라 20우리가운데서역사하시는능력대로우리의온갖

구하는것이나생각하는것에더넘치도록능히하실

이에게 21교회안에서와그리스도예수안에서영광이

대대로영원무궁하기를원하노라아멘 (aiōn g165)

4그러므로주안에서갇힌내가너희를권하노니너

희가부르심을입은부름에합당하게행하여 2모든겸

손과온유로하고오래참음으로사랑가운데서서로

용납하고 3평안의매는줄로성령의하나되게하신것

을힘써지키라 4몸이하나이요,성령이하나이니이

와같이너희가부르심의한소망안에서부르심을입

었느니라 5주도하나이요,믿음도하나이요,세례도

하나이요, 6하나님도하나이시니곧만유의아버지시

라만유위에계시고만유를통일하시고만유가운데

계시도다 7우리각사람에게그리스도의선물의분량

대로은혜를주셨나니 8그러므로이르기를그가위로

올라가실때에사로잡힌자를사로잡고사람들에게

선물을주셨다하였도다 9올라가셨다하였은즉땅아

랫곳으로내리셨던것이아니면무엇이냐 10내리셨던

그가곧모든하늘위에오르신자니이는만물을충만

케하려하심이니라 11그가혹은사도로, 혹은선지자

로, 혹은복음전하는자로, 혹은목사와교사로주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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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2이는성도를온전케하며봉사의일을하게하며

그리스도의몸을세우려하심이라 13우리가다하나님

의아들을믿는것과아는일에하나가되어온전한사

람을이루어그리스도의장성한분량이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14이는우리가이제부터어린아이가되지

아니하여사람의궤술과간사한유혹에빠져모든교

훈의풍조에밀려요동치않게하려함이라 15오직사

랑안에서참된것을하여범사에그에게까지자랄지

라그는머리니곧그리스도라 16그에게서온몸이각

마디를통하여도움을입음으로연락하고상합하여각

지체의분량대로역사하여그몸을자라게하며사랑

안에서스스로세우느니라 17그러므로내가이것을말

하며주안에서증거하노니이제부터는이방인이그

마음의허망한것으로행함같이너희는행하지말라

18저희총명이어두워지고저희가운데있는무지함과

저희마음이굳어짐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생명에서

떠나있도다 19저희가감각없는자되어자신을방탕

에방임하여모든더러운것을욕심으로행하되 20오

직너희는그리스도를이같이배우지아니하였느니라

21진리가예수안에있는것같이너희가과연그에게

서듣고또한그안에서가르침을받았을진대 22너희

는유혹의욕심을따라썩어져가는구습을좇는옛사

람을벗어버리고 23오직심령으로새롭게되어 24하

나님을따라의와진리의거룩함으로지으심을받은

새사람을입으라 25그런즉거짓을버리고각각그이

웃으로더불어참된것을말하라이는우리가서로지

체가됨이니라 26분을내어도죄를짓지말며해가지

도록분을품지말고 27마귀로틈을타지못하게하라!

28도적질하는자는다시도적질하지말고돌이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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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한자에게구제할것이있기위하여제손으로수고

하여선한일을하라 29무릇더러운말은너희입밖에

도내지말고오직덕을세우는데소용되는대로선한

말을하여듣는자들에게은혜를끼치게하라 30하나

님의성령을근심하게하지말라그안에서너희가구

속의날까지인치심을받았느니라 31너희는모든악독

과,노함과,분냄과,떠드는것과,훼방하는것을모든

악의와함께버리고 32서로인자하게하며불쌍히여

기며서로용서하기를하나님이그리스도안에서너희

를용서하심과같이하라

5그러므로사랑을입은자녀같이너희는하나님을본

받는자가되고 2그리스도께서너희를사랑하신것같

이너희도사랑가운데서행하라그는우리를위하여

자신을버리사향기로운제물과생축으로하나님께드

리셨느니라 3음행과온갖더러운것과탐욕은너희중

에서그이름이라도부르지말라이는성도의마땅한

바니라 4누추함과어리석은말이나희롱의말이마땅

치아니하니돌이켜감사하는말을하라 5너희도이것

을정녕히알거니와음행하는자나더러운자나탐하

는자곧우상숭배자는다그리스도와하나님나라에

서기업을얻지못하리니 6누구든지헛된말로너희를

속이지못하게하라이를인하여하나님의진노가불

순종의아들들에게임하나니 7그러므로저희와함께

참예하는자되지말라 8너희가전에는어두움이더니

이제는주안에서빛이라빛의자녀들처럼행하라 9빛

의열매는모든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있느니라

10주께기쁘시게할것이무엇인가시험하여보라 11

너희는열매없는어두움의일에참예하지말고도리

어책망하라 12저희의은밀히행하는것들은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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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이라 13그러나책망을받는모든것이빛으로

나타나나니나타나지는것마다빛이니라 14그러므로

이르시기를잠자는자여!깨어서죽은자들가운데서

일어나라그리스도께서네게비취시리라하셨느니라

15그런즉너희가어떻게행할것을자세히주의하여

지혜없는자같이말고오직지혜있는자같이하여 16

세월을아끼라! 때가악하니라! 17그러므로어리석은

자가되지말고오직주의뜻이무엇인가이해하라 18

술취하지말라이는방탕한것이니오직성령의충만

을받으라! 19시와찬미와신령한노래들로서로화답

하며너희의마음으로주께노래하며찬송하며 20범사

에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항상아버지하

나님께감사하며 21그리스도를경외함으로피차복종

하라 22아내들이여! 자기남편에게복종하기를주께

하듯하라 23이는남편이아내의머리됨이그리스도

께서교회의머리됨과같음이니그가친히몸의구주

시니라 24그러나교회가그리스도에게하듯아내들도

범사에그남편에게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그리스도께서교회를사랑하시고위하여

자신을주심같이하라 26이는곧물로씻어말씀으로

깨끗하게하사거룩하게하시고 27자기앞에영광스러

운교회로세우사티나주름잡힌것이나이런것들이

없이거룩하고흠이없게하려하심이니라 28이와같

이남편들도자기아내사랑하기를제몸같이할지니

자기아내를사랑하는자는자기를사랑하는것이라

29누구든지언제든지제육체를미워하지않고오직

양육하여보호하기를그리스도께서교회를보양(保養

)함과같이하나니 30우리는그몸의지체임이니라 31

이러므로사람이부모를떠나그아내와합하여그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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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육체가될지니 32이비밀이크도다! 내가그리스

도와교회에대하여말하노라 33그러나너희도각각

자기의아내사랑하기를자기같이하고아내도그남

편을경외하라

6자녀들아! 너희부모를주안에서순종하라이것이

옳으니라 2네아버지와어머니를공경하라이것이약

속있는첫계명이니 3이는네가잘되고땅에서장수

하리라 4또아비들아! 너희자녀를노엽게하지말고

오직주의교양과훈계로양육하라 5종들아! 두려워하

고떨며성실한마음으로육체의상전에게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하듯하여 6눈가림만하여사람을기쁘게

하는자처럼하지말고그리스도의종들처럼마음으로

하나님의뜻을행하여 7단마음으로섬기기를주께하

듯하고사람들에게하듯하지말라 8이는각사람이

무슨선을행하든지종이나자유하는자나주에게그

대로받을줄을앎이니라 9상전들아너희도저희에게

이와같이하고공갈을그치라이는저희와너희의상

전이하늘에계시고그에게는외모로사람을취하는

일이없는줄너희가앎이니라 10종말로너희가주안

에서와그힘의능력으로강건하여지고 11마귀의궤계

를능히대적하기위하여하나님의전신갑주를입으

라 12우리의씨름은혈과육에대한것이아니요정사

와권세와이어두움의세상주관자들과하늘에있는

악의영들에게대함이라 (aiōn g165) 13그러므로하나님

의전신갑주를취하라! 이는악한날에너희가능히대

적하고모든일을행한후에서기위함이라 14그런즉

서서진리로너희허리띠를띠고의의흉배를붙이고

15평안의복음의예비한것으로신을신고 16모든것

위에믿음의방패를가지고이로써능히악한자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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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화전을소멸하고 17구원의투구와성령의검곧하

나님의말씀을가지라! 18모든기도와간구로하되무

시로성령안에서기도하고이를위하여깨어구하기

를항상힘쓰며여러성도를위하여구하고 19또나를

위하여구할것은내게말씀을주사나로입을벌려복

음의비밀을담대히알리게하옵소서할것이니 20이

일을위하여내가쇠사슬에매인사신이된것은나로

이일에당연히할말을담대히하게하려하심이니라

21나의사정곧내가무엇을하는지너희에게도알게

하려하노니사랑을받은형제요주안에서진실한일

군인두기고가모든일을너희에게알게하리라 22우

리사정을알게하고또너희마음을위로하게하기위

하여내가특별히저를너희에게보내었노라 23아버지

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에게로부터평안과믿음을

겸한사랑이형제들에게있을지어다! 24우리주예수

그리스도를변함없이사랑하는모든자에게은혜가있

을지어다!



빌립보서 2149

빌립보서
1그리스도예수의종바울과디모데는그리스도예수

안에서빌립보에사는모든성도와또는감독들과집

사들에게편지하노니 2하나님우리아버지와주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은혜와평강이너희에게있을지어

다 3내가너희를생각할때마다나의하나님께감사하

며 4간구할때마다너희무리를위하여기쁨으로항상

간구함은 5첫날부터이제까지복음에서너희가교제

함을인함이라 6너희속에착한일을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예수의날까지이루실줄을우리가확신하노

라 7내가너희무리를위하여이와같이생각하는것

이마땅하니이는너희가내마음에있음이며나의매

임과복음을변명함과확정함에너희가다나와함께

은혜에참예한자가됨이라 8내가예수그리스도의심

장으로너희무리를어떻게사모하는지하나님이내

증인이시니라 9내가기도하노라너희사랑을지식과

모든총명으로점점더풍성하게하사 10너희로지극

히선한것을분별하며또진실하여허물없이그리스

도의날까지이르고 11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의의

열매가가득하여하나님의영광과찬송이되게하시기

를구하노라 12형제들아나의당한일이도리어복음

의진보가된줄을너희가알기를원하노라 13이러므

로나의매임이그리스도안에서온시위대안과기타

모든사람에게나타났으니 14형제중다수가나의매

임을인하여주안에서신뢰하므로겁없이하나님의

말씀을더욱담대히말하게되었느니라 15어떤이들은

투기와분쟁으로어떤이들은착한뜻으로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이들은내가복음을변명하기위하여세

우심을받은줄알고사랑으로하나 17저들은나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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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괴로움을더하게할줄로생각하여순전치못하

게다툼으로그리스도를전파하느니라 18그러면무엇

이뇨?외모로하나참으로하나무슨방도로하든지전

파되는것은그리스도니이로써내가기뻐하고또한

기뻐하리라 19이것이너희간구와예수그리스도의성

령의도우심으로내구원에이르게할줄아는고로 20

나의간절한기대와소망을따라아무일에든지부끄

럽지아니하고오직전과같이이제도온전히담대하

여살든지죽든지내몸에서그리스도가존귀히되게

하려하나니 21이는내게사는것이그리스도니죽는

것도유익함이니라 22그러나만일육신으로사는이것

이내일의열매일진대무엇을가릴는지나는알지못

하노라 23내가그두사이에끼였으니떠나서그리스

도와함께있을욕망을가진이것이더욱좋으나 24그

러나내가육신에거하는것이너희를위하여더유익

하리라 25내가살것과너희믿음의진보와기쁨을위

하여너희무리와함께거할이것을확실히아노니 26

내가다시너희와같이있음으로그리스도예수안에

서너희자랑이나를인하여풍성하게하려함이라 27

오직너희는그리스도복음에합당하게생활하라이는

내가너희를가보나떠나있으나너희가일심으로서

서한뜻으로복음의신앙을위하여협력하는것과 28

아무일에든지대적하는자를인하여두려워하지아니

하는이일을듣고자함이라이것이저희에게는멸망

의빙거요너희에게는구원의빙거니이는하나님께로

부터난것이니라 29그리스도를위하여너희에게은혜

를주신것은다만그를믿을뿐아니라또한그를위하

여고난도받게하심이라 30너희에게도같은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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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너희가내안에서본바요이제도내안에서듣

는바니라

2그러므로그리스도안에무슨권면이나사랑에무슨

위로나성령의무슨교제나긍휼이나자비가있거든 2

마음을같이하여같은사랑을가지고뜻을합하며한

마음을품어 3아무일에든지다툼이나허영으로하지

말고오직겸손한마음으로각각자기보다남을낫게

여기고 4각각자기일을돌아볼뿐더러또한각각다

른사람들의일을돌아보아나의기쁨을충만케하라 5

너희안에이마음을품으라! 곧그리스도예수의마음

이니 6그는근본하나님의본체시나하나님과동등됨

을취할것으로여기지아니하시고 7오히려자기를비

어종의형체를가져사람들과같이되었고 8사람의

모양으로나타나셨으매자기를낮추시고죽기까지복

종하셨으니곧십자가에죽으심이라 9이러므로하나

님이그를지극히높여모든이름위에뛰어난이름을

주사 10하늘에있는자들과땅에있는자들과땅아래

있는자들로모든무릎을예수의이름에꿇게하시고

11모든입으로예수그리스도를주라시인하여하나님

아버지께영광을돌리게하셨느니라 12그러므로나의

사랑하는자들아너희가나있을때뿐아니라더욱지

금나없을때에도항상복종하여두렵고떨림으로너

희구원을이루라 13너희안에서행하시는이는하나

님이시니자기의기쁘신뜻을위하여너희로소원을

두고행하게하시나니 14모든일을원망과시비가없

이하라 15이는너희가흠이없고순전하여어그러지

고거스리는세대가운데서하나님의흠없는자녀로

세상에서그들가운데빛들로나타내며 16생명의말씀

을밝혀나의달음질도헛되지아니하고수고도헛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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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함으로그리스도의날에나로자랑할것이있

게하려함이라 17만일너희믿음의제물과봉사위에

내가나를관제로드릴지라도나는기뻐하고너희무

리와함께기뻐하리니 18이와같이너희도기뻐하고

나와함께기뻐하라 19내가디모데를속히너희에게

보내기를주안에서바람은너희사정을앎으로안위

를받으려함이니 20이는뜻을같이하여너희사정을

진실히생각할자가이밖에내게없음이라 21저희가

다자기일을구하고그리스도예수의일을구하지아

니하되 22디모데의연단을너희가아나니자식이아비

에게함같이나와함께복음을위하여수고하였느니라

23그러므로내가내일이어떻게될것을보아서곧이

사람을보내기를바라고 24나도속히가기를주안에

서확신하노라 25그러나에바브로디도를너희에게보

내는것이필요한줄로생각하노니그는나의형제요

함께수고하고함께군사된자요너희사자로나의쓸

것을돕는자라 26그가너희무리를간절히사모하고

자기병든것을너희가들은줄을알고심히근심한지

라 27저가병들어죽게되었으나하나님이저를긍휼

히여기셨고저뿐아니라또나를긍휼히여기사내근

심위에근심을면하게하셨느니라 28그러므로내가

더욱급히저를보낸것은너희로저를다시보고기뻐

하게하며내근심도덜려함이니 29이러므로너희가

주안에서모든기쁨으로저를영접하고또이와같은

자들을존귀히여기라 30저가그리스도의일을위하여

죽기에이르러도자기목숨을돌아보지아니한것은

나를섬기는너희의일에부족함을채우려함이니라

3종말로나의형제들아주안에서기뻐하라! 너희에

게같은말을쓰는것이내게는수고로움이없고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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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안전하니라 2개들을삼가고행악하는자들을

삼가고손할례당을삼가라 3하나님의성령으로봉사

하며그리스도예수로자랑하고육체를신뢰하지아니

하는우리가곧할례당이라 4그러나나도육체를신뢰

할만하니만일누구든지다른이가육체를신뢰할것

이있는줄로생각하면나는더욱그러하리니 5내가

팔일만에할례를받고이스라엘의족속이요베냐민의

지파요히브리인중의히브리인이요율법으로는바리

새인이요 6열심으로는교회를핍박하고율법의의로

는흠이없는자로라 7그러나무엇이든지내게유익하

던것을내가그리스도를위하여다해로여길뿐더러

8또한모든것을해로여김은내주그리스도예수를

아는지식이가장고상함을인함이라내가그를위하

여모든것을잃어버리고배설물로여김은그리스도를

얻고 9그안에서발견되려함이니내가가진의는율

법에서난것이아니요오직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

미암은것이니곧믿음으로하나님께로서난의라 10

내가그리스도와그부활의권능과그고난에참예함

을알려하여그의죽으심을본받아 11어찌하든지죽은

자가운데서부활에이르려하노니 12내가이미얻었

다함도아니요온전히이루었다함도아니라오직내

가그리스도예수께잡힌바된그것을잡으려고좇아

가노라 13형제들아나는아직내가잡은줄로여기지

아니하고오직한일, 즉뒤에있는것은잊어버리고앞

에있는것을잡으려고 14푯대를향하여그리스도예

수안에서하나님이위에서부르신부름의상을위하

여좇아가노라 15그러므로누구든지우리온전히이룬

자들은이렇게생각할지니만일무슨일에너희가달

리생각하면하나님이이것도너희에게나타내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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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오직우리가어디까지이르렀든지그대로행할것이

라 17형제들아너희는함께나를본받으라또우리로

본을삼은것같이그대로행하는자들을보이라 18내

가여러번너희에게말하였거니와이제도눈물을흘

리며말하노니여러사람들이그리스도십자가의원수

로행하느니라 19저희의마침은멸망이요저희의신은

배요그영광은저희의부끄러움에있고땅의일을생

각하는자라 20오직우리의시민권은하늘에있는지라

거기로서구원하는자곧주예수그리스도를기다리

노니 21그가만물을자기에게복종케하실수있는자

의역사로우리의낮은몸을자기영광의몸의형체와

같이변케하시리라

4그러므로나의사랑하고사모하는형제들, 나의기

쁨이요면류관인사랑하는자들아이와같이주안에

서라 2내가유오디아를권하고순두게를권하노니주

안에서같은마음을품으라 3또참으로나와멍에를

같이한자네게구하노니복음에나와함께힘쓰던저

부녀들을돕고또한글레멘드와그위에나의동역자

들을도우라그이름들이생명책에있느니라 4주안에

서항상기뻐하라! 내가다시말하노니기뻐하라! 5너

희관용을모든사람에게알게하라주께서가까우시

니라 6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오직모든일에기도

와간구로너희구할것을감사함으로하나님께아뢰

라 7그리하면모든지각에뛰어난하나님의평강이그

리스도예수안에서너희마음과생각을지키시리라 8

종말로형제들아무엇에든지참되며, 무엇에든지경건

하며, 무엇에든지옳으며, 무엇에든지정결하며, 무엇

에든지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칭찬할만하며, 무

슨덕이있든지, 무슨기림이있든지, 이것들을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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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너희는내게배우고받고듣고본바를행하라그

리하면평강의하나님이너희와함께계시리라 10내가

주안에서크게기뻐함은너희가나를생각하던것이

이제다시싹이남이니너희가또한이를위하여생각

은하였으나기회가없었느니라 11내가궁핍하므로말

하는것이아니라어떠한형편에든지내가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내가비천에처할줄도알고풍부에처할

줄도알아모든일에배부르며배고픔과풍부와궁핍

에도일체의비결을배웠노라 13내게능력주시는자

안에서내가모든것을할수있느니라! 14그러나너희

가내괴로움에함께참예하였으니잘하였도다 15빌립

보사람들아!너희도알거니와복음의시초에내가마

게도냐를떠날때에주고받는내일에참예한교회가

너희외에아무도없었느니라 16데살로니가에있을때

에도너희가한번두번나의쓸것을보내었도다 17내

가선물을구함이아니요오직너희에게유익하도록

과실이번성하기를구함이라 18내게는모든것이있고

또풍부한지라에바브로디도편에너희의준것을받

으므로내가풍족하니이는받으실만한향기로운제

물이요하나님을기쁘시게한것이라 19나의하나님이

그리스도예수안에서영광가운데그풍성한대로너

희모든쓸것을채우시리라 20하나님곧우리아버지

께세세무궁토록영광을돌릴지어다아멘 (aiōn g165) 21

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성도에게각각문안하라나

와함께있는형제들이너희에게문안하고 22모든성

도들이너희에게문안하되특별히가이사집사람중

몇이니라 23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가너희심령에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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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1하나님의뜻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예수의사도된

바울과형제디모데는 2골로새에있는성도들곧그리

스도안에서신실한형제들에게편지하노니우리아버

지하나님으로부터은혜와평강이너희에게있을지어

다 3우리가너희를위하여기도할때마다하나님곧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께감사하노라 4이는

그리스도예수안에너희의믿음과모든성도에대한

사랑을들음이요 5너희를위하여하늘에쌓아둔소망

을인함이니곧너희가전에복음진리의말씀을들은

것이라 6이복음이이미너희에게이르매너희가듣고

참으로하나님의은혜를깨달은날부터너희중에서와

같이또한온천하에서도열매를맺어자라는도다 7이

와같이우리와함께종된사랑하는에바브라에게너

희가배웠나니그는너희를위하여그리스도의신실한

일군이요 8성령안에서너희사랑을우리에게고한자

니라 9이로써우리도듣던날부터너희를위하여기도

하기를그치지아니하고구하노니너희로하여금모든

신령한지혜와총명에하나님의뜻을아는것으로채

우게하시고 10주께합당히행하여범사에기쁘시게

하고모든선한일에열매를맺게하시며하나님을아

는것에자라게하시고 11그영광의힘을좇아모든능

력으로능하게하시며기쁨으로모든견딤과오래참

음에이르게하시고 12우리로하여금빛가운데서성

도의기업의부분을얻기에합당하게하신아버지께

감사하게하시기를원하노라 13그가우리를흑암의권

세에서건져내사그의사랑의아들의나라로옮기셨으

니 14그아들안에서우리가구속곧죄사함을얻었도

다 15그는보이지아니하시는하나님의형상이요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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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물보다먼저나신자니 16만물이그에게창조되되

하늘과땅에서보이는것들과보이지않는것들과혹

은보좌들이나주관들이나정사들이나권세들이나만

물이다그로말미암고그를위하여창조되었고 17또

한그가만물보다먼저계시고만물이그안에함께섰

느니라 18그는몸인교회의머리라그가근본이요죽

은자들가운데서먼저나신자니이는친히만물의으

뜸이되려하심이요 19아버지께서는모든충만으로예

수안에거하게하시고 20그의십자가의피로화평을

이루사만물곧땅에있는것들이나하늘에있는것들

을그로말미암아자기와화목케되기를기뻐하심이라

21전에악한행실로멀리떠나마음으로원수가되었

던너희를 22이제는그의육체의죽음으로말미암아

화목케하사너희를거룩하고흠없고책망할것이없

는자로그앞에세우고자하셨으니 23만일너희가믿

음에거하고터위에굳게서서너희들은바복음의소

망에서흔들리지아니하면그리하리라이복음은천하

만민에게전파된바요나바울은이복음의일군이되

었노라 24내가이제너희를위하여받는괴로움을기

뻐하고그리스도의남은고난을그의몸된교회를위

하여내육체에채우노라 25내가교회일군된것은하

나님이너희를위하여내게주신경륜을따라하나님

의말씀을이루려함이니라 26이비밀은만세와만대

로부터옴으로감취었던것인데이제는그의성도들에

게나타났고 (aiōn g165) 27하나님이그들로하여금이비

밀의영광이이방인가운데어떻게풍성한것을알게

하려하심이라이비밀은너희안에계신그리스도시

니곧영광의소망이니라 28우리가그를전파하여각

사람을권하고모든지혜로각사람을가르침은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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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그리스도안에서완전한자로세우려함이니 29

이를위하여나도내속에서능력으로역사하시는이

의역사를따라힘을다하여수고하노라

2내가너희와라오디게아에있는자들과무릇내육

신의얼굴을보지못한자들을위하여어떻게힘쓰는

것을너희가알기를원하노니 2이는저희로마음에위

안을받고사랑안에서연합하여원만한이해의모든

부요에이르러하나님의비밀인그리스도를깨닫게하

려함이라 3그안에는지혜와지식의모든보화가감

취어있느니라 4내가이것을말함은아무도공교한말

로너희를속이지못하게하려함이니 5이는내가육

신으로는떠나있으나심령으로는너희와함께있어

너희의규모와그리스도를믿는너희믿음의굳은것

을기쁘게봄이라 6그러므로너희가그리스도예수를

주로받았으니그안에서행하되 7그안에뿌리를박

으며세움을입어교훈을받은대로믿음에굳게서서

감사함을넘치게하라 8누가철학과헛된속임수로너

희를노략할까주의하라이것이사람의유전과세상의

초등학문을좇음이요그리스도를좇음이아니니라 9

그안에는신성의모든충만이육체로거하시고 10너

희도그안에서충만하여졌으니그는모든정사와권

세의머리시라 11또그안에서너희가손으로하지아

니한할례를받았으니곧육적몸을벗는것이요그리

스도의할례니라 12너희가세례로그리스도와함께장

사한바되고또죽은자들가운데서그를일으키신하

나님의역사를믿음으로말미암아그안에서함께일

으키심을받았느니라 13또너희의범죄와육체의무할

례로죽었던너희를하나님이그와함께살리시고우

리에게모든죄를사하시고 14우리를거스리고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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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하는의문에쓴증서를도말하시고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못박으시고 15정사와권세를벗어버려밝히

드러내시고십자가로승리하셨느니라 16그러므로먹

고마시는것과절기나월삭이나안식일을인하여누

구든지너희를평론하지못하게하라 17이것들은장래

일의그림자이나몸은그리스도의것이니라 18누구든

지일부러겸손함과천사숭배함을인하여너희상을

빼앗지못하게하라저가그본것을의지하여그육체

의마음을좇아헛되이과장하고 19머리를붙들지아

니하는지라온몸이머리로말미암아마디와힘줄로

공급함을얻고연합하여하나님이자라게하심으로자

라느니라 20너희가세상의초등학문에서그리스도와

함께죽었거든어찌하여세상에사는것과같이의문

에순종하느냐? 21곧붙잡지도말고맛보지도말고만

지지도말라하는것이니 22 (이모든것은쓰는대로

부패에돌아가리라)사람의명과가르침을좇느냐 23

이런것들은자의적숭배와겸손과몸을괴롭게하는

데지혜있는모양이나오직육체좇는것을금하는데

는유익이조금도없느니라

3그러므로너희가그리스도와함께다시살리심을받

았으면위엣것을찾으라! 거기는그리스도께서하나

님우편에앉아계시느니라 2위엣것을생각하고,땅

엣것을생각지말라! 3이는너희가죽었고너희생명

이그리스도와함께하나님안에감취었음이니라 4우

리생명이신그리스도께서나타나실그때에너희도

그와함께영광중에나타나리라 5그러므로땅에있는

지체를죽이라곧음란과부정과사욕과악한정욕과

탐심이니탐심은우상숭배니라 6이것들을인하여하

나님의진노가임하느니라 7너희도전에그가운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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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그가운데서행하였으나 8이제는너희가이모

든것을벗어버리라곧분과악의와훼방과너희입의

부끄러운말이라 9너희가서로거짓말을말라옛사람

과그행위를벗어버리고 10새사람을입었으니이는

자기를창조하신자의형상을좇아지식에까지새롭게

하심을받는자니라 11거기는헬라인과유대인이나할

례당과무할례당이나야인이나스구디아인이나종이

나자유인이분별이있을수없나니오직그리스도는

만유시요만유안에계시니라 12그러므로너희는하나

님의택하신거룩하고사랑하신자처럼긍휼과자비와

겸손과온유와오래참음을옷입고 13누가뉘게혐의

가있거든서로용납하여피차용서하되주께서너희

를용서하신것과같이너희도그리하고 14이모든것

위에사랑을더하라이는온전하게매는띠니라 15그

리스도의평강이너희마음을주장하게하라평강을

위하여너희가한몸으로부르심을받았나니또한너

희는감사하는자가되라 16그리스도의말씀이너희

속에풍성히거하여모든지혜로피차가르치며권면

하고시와찬미와신령한노래를부르며마음에감사

함으로하나님을찬양하고 17또무엇을하든지말에나

일에나다주예수의이름으로하고그를힘입어하나

님아버지께감사하라 18아내들아! 남편에게복종하라

이는주안에서마땅하니라 19남편들아! 아내를사랑

하며괴롭게하지말라 20자녀들아! 모든일에부모에

게순종하라이는주안에서기쁘게하는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자녀를격노케말지니낙심할까함이

라 22종들아모든일에육신의상전들에게순종하되

사람을기쁘게하는자와같이눈가림만하지말고오

직주를두려워하여성실한마음으로하라 23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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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든지마음을다하여주께하듯하고사람에게하

듯하지말라 24이는유업의상을주께받을줄앎이니

너희는주그리스도를섬기느니라 25불의를행하는자

는불의의보응을받으리니주는외모로사람을취하

심이없느니라

4상전들아의와공평을종들에게베풀지니너희에게

도하늘에상전이계심을알지어다 2기도를항상힘쓰

고기도에감사함으로깨어있으라 3또한우리를위하

여기도하되하나님이전도할문을우리에게열어주사

그리스도의비밀을말하게하시기를구하라내가이것

을인하여매임을당하였노라 4그리하면내가마땅히

할말로써이비밀을나타내리라 5외인을향하여서는

지혜로행하여세월을아끼라! 6너희말을항상은혜

가운데서소금으로고루게함같이하라그리하면각

사람에게마땅히대답할것을알리라 7두기고가내사

정을다너희에게알게하리니그는사랑을받는형제

요신실한일군이요주안에서함께된종이라 8내가

저를특별히너희에게보낸것은너희로우리사정을

알게하고너희마음을위로하게하려함이라 9신실하

고사랑을받는형제오네시모를함께보내노니그는

너희에게서온사람이라저희가여기일을다너희에

게알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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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1바울과실루아노와디모데는하나님아버지와주예

수그리스도안에있는데살로니가인의교회에편지하

노니은혜와평강이너희에게있을지어다 2우리가너

희무리를인하여항상하나님께감사하고기도할때

에너희를말함은 3너희의믿음의역사와사랑의수고

와우리주예수그리스도에대한소망의인내를우리

하나님아버지앞에서쉬지않고기억함이니 4하나님

의사랑하심을받은형제들아너희를택하심을아노라

5이는우리복음이말로만너희에게이른것이아니라

오직능력과성령과큰확신으로된것이니우리가너

희가운데서너희를위하여어떠한사람이된것은너

희아는바와같으니라 6또너희는많은환난가운데

서성령의기쁨으로도를받아우리와주를본받은자

가되었으니 7그러므로너희가마게도냐와아가야모

든믿는자의본이되었는지라 8주의말씀이너희에게

로부터마게도냐와아가야에만들릴뿐아니라하나님

을향하는너희믿음의소문이각처에퍼지므로우리

는아무말도할것이없노라 9저희가우리에대하여

스스로고하기를우리가어떻게너희가운데들어간

것과너희가어떻게우상을버리고하나님께로돌아와

서사시고참되신하나님을섬기며 10또죽은자들가

운데서다시살리신그의아들이하늘로부터강림하심

을기다린다고말하니이는장래노하심에서우리를

건지시는예수시니라

2형제들아우리가너희가운데들어감이헛되지않은

줄을너희가친히아나니 2너희아는바와같이우리

가먼저빌립보에서고난과능욕을당하였으나우리

하나님을힘입어많은싸움중에하나님의복음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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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에게말하였노라 3우리의권면은간사에서나부정

에서난것도아니요궤계에있는것도아니라 4오직

하나님의옳게여기심을입어복음전할부탁을받았

으니우리가이와같이말함은사람을기쁘게하려함

이아니요오직우리마음을감찰하시는하나님을기

쁘시게하려함이라 5너희도알거니와우리가아무때

에도아첨의말이나탐심의탈을쓰지아니한것을하

나님이증거하시느니라 6우리가그리스도의사도로

능히존중할터이나그러나너희에게든지다른이에게

든지사람에게는영광을구치아니하고 7오직우리가

너희가운데서유순한자되어유모가자기자녀를기

름과같이하였으니 8우리가이같이너희를사모하여

하나님의복음으로만아니라우리목숨까지너희에게

주기를즐겨함은너희가우리의사랑하는자됨이니라

9형제들아우리의수고와애쓴것을너희가기억하리

니너희아무에게도누를끼치지아니하려고밤과낮

으로일하면서너희에게하나님의복음을전파하였노

라 10우리가너희믿는자들을향하여어떻게거룩하

고옳고흠없이행한것에대하여너희가증인이요하

나님도그러하시도다 11너희도아는바와같이우리가

너희각사람에게아비가자기자녀에게하듯권면하

고위로하고경계하노니 12이는너희를부르사자기

나라와영광에이르게하시는하나님께합당히행하게

하려함이니라 13이러므로우리가하나님께쉬지않고

감사함은너희가우리에게들은바하나님의말씀을

받을때에사람의말로아니하고하나님의말씀으로

받음이니진실로그러하다이말씀이또한너희믿는

자속에서역사하느니라! 14형제들아너희가그리스도

예수안에서유대에있는하나님의교회들을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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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되었으니저희가유대인들에게고난을받음과같이

너희도너희나라사람들에게동일한것을받았느니라

15유대인은주예수와선지자들을죽이고우리를쫓아

내고하나님을기쁘시게아니하고모든사람에게대적

이되어 16우리가이방인에게말하여구원얻게함을

저희가금하여자기죄를항상채우매노하심이끝까

지저희에게임하였느니라 17형제들아우리가잠시너

희를떠난것은얼굴이요마음은아니니너희얼굴보

기를열정으로더욱힘썼노라 18그러므로나바울은

한번두번너희에게가고자하였으나사단이우리를

막았도다 19우리의소망이나기쁨이나자랑의면류관

이무엇이냐?그의강림하실때우리주예수앞에너희

가아니냐 20너희는우리의영광이요기쁨이니라

3이러므로우리가참다못하여우리만아덴에머물기

를좋게여겨 2우리형제곧그리스도복음의하나님

의일군인디모데를보내노니이는너희를굳게하고

너희믿음에대하여위로함으로 3누구든지이여러환

난중에요동치않게하려함이라우리로이것을당하

게세우신줄을너희가친히알리라 4우리가너희와

함께있을때에장차받을환난을너희에게미리말하

였더니과연그렇게된것을너희가아느니라 5이러므

로나도참다못하여너희믿음을알기위하여보내었

노니이는혹시험하는자가너희를시험하여우리수

고를헛되게할까함일러니 6지금은디모데가너희에

게로부터와서너희믿음과사랑의기쁜소식을우리

에게전하고또너희가항상우리를잘생각하여우리

가너희를간절히보고자함과같이너희도우리를간

절히보고자한다하니 7이러므로형제들아! 우리가

모든궁핍과환난가운데서너희믿음으로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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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에게위로를받았노라 8그러므로너희가주안에

굳게선즉우리가이제는살리라 9우리가우리하나님

앞에서너희를인하여모든기쁨으로기뻐하니너희를

위하여능히어떠한감사함으로하나님께보답할꼬 10

주야로심히간구함은너희얼굴을보고너희믿음의

부족함을온전케하려함이라 11하나님우리아버지와

우리주예수는우리길을너희에게로직행하게하옵

시며 12또주께서우리가너희를사랑함과같이너희

도피차간과모든사람에대한사랑이더욱많아넘치

게하사 13너희마음을굳게하시고우리주예수께서

그의모든성도와함께강림하실때에하나님우리아

버지앞에서거룩함에흠이없게하시기를원하노라

4종말로형제들아우리가주예수안에서너희에게

구하고권면하노니너희가마땅히어떻게행하며하나

님께기쁘시게할것을우리에게받았으니곧너희행

하는바라더욱많이힘쓰라 2우리가주예수로말미

암아너희에게무슨명령으로준것을너희가아느니

라 3하나님의뜻은이것이니너희의거룩함이라곧음

란을버리고 4각각거룩함과존귀함으로자기의아내

취할줄을알고 5하나님을모르는이방인과같이색욕

을좇지말고 6이일에분수를넘어서형제를해하지

말라이는우리가너희에게미리말하고증거한것과

같이이모든일에주께서신원하여주심이니라 7하나

님이우리를부르심은부정케하심이아니요거룩케

하심이니 8그러므로저버리는자는사람을저버림이

아니요너희에게그의성령을주신하나님을저버림이

니라 9형제사랑에관하여는너희에게쓸것이없음은

너희가친히하나님의가르치심을받아서로사랑함이

라 10너희가온마게도냐모든형제를대하여과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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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행하도다형제들아권하노니더많이하고 11또

너희에게명한것같이종용하여자기일을하고너희

손으로일하기를힘쓰라 12이는외인을대하여단정히

행하고또한아무궁핍함이없게하려함이라 13형제

들아자는자들에관하여는너희가알지못함을우리

가원치아니하노니이는소망없는다른이와같이슬

퍼하지않게하려함이라 14우리가예수의죽었다가

다시사심을믿을진대이와같이예수안에서자는자

들도하나님이저와함께데리고오시리라 15우리가

주의말씀으로너희에게이것을말하노니주강림하실

때까지우리살아남아있는자도자는자보다결단코

앞서지못하리라 16주께서호령과천사장의소리와하

나님의나팔로친히하늘로좇아강림하시리니그리스

도안에서죽은자들이먼저일어나고 17그후에우리

살아남은자도저희와함께구름속으로끌어올려공

중에서주를영접하게하시리니그리하여우리가항상

주와함께있으리라 18그러므로이여러말로서로위

로하라

5형제들아때와시기에관하여는너희에게쓸것이

없음은 2주의날이밤에도적같이이를줄을너희자

신이자세히앎이라 3저희가평안하다,안전하다할

그때에잉태된여자에게해산고통이이름과같이멸

망이홀연히저희에게이르리니결단코피하지못하리

라 4형제들아너희는어두움에있지아니하매그날이

도적같이너희에게임하지못하리니 5너희는다빛의

아들이요낮의아들이라우리가밤이나어두움에속하

지아니하나니 6그러므로우리는다른이들과같이자

지말고오직깨어근신할지라 7자는자들은밤에자

고취하는자들은밤에취하되 8우리는낮에속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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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근신하여믿음과사랑의흉배를붙이고구원의소

망의투구를쓰자 9하나님이우리를세우심은노하심

에이르게하심이아니요오직우리주예수그리스도

로말미암아구원을얻게하신것이라 10예수께서우

리를위하여죽으사우리로하여금깨든지자든지자

기와함께살게하려하셨느니라 11그러므로피차권

면하고피차덕을세우기를너희가하는것같이하라

12형제들아우리가너희에게구하노니너희가운데서

수고하고주안에서너희를다스리며권하는자들을

너희가알고 13저의역사로말미암아사랑안에서가

장귀히여기며너희끼리화목하라 14또형제들아너

희를권면하노니규모없는자들을권계하며마음이약

한자들을안위하고힘이없는자들을붙들어주며모

든사람을대하여오래참으라 15삼가누가누구에게

든지악으로악을갚지말게하고오직피차대하든지

모든사람을대하든지항상선을좇으라 16항상기뻐

하라! 17쉬지말고기도하라! 18범사에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예수안에서너희를향하신하나님의뜻이니

라 19성령을소멸치말며 20예언을멸시치말고 21범

사에헤아려좋은것을취하고 22악은모든모양이라

도버리라! 23평강의하나님이친히너희로온전히거

룩하게하시고또너희온영과혼과몸이우리주예수

그리스도강림하실때에흠없게보전되기를원하노라

24너희를부르시는이는미쁘시니그가또한이루시리

라 25형제들아우리를위하여기도하라 26거룩하게

입맞춤으로모든형제에게문안하라 27내가주를힘입

어너희를명하노니모든형제에게이편지를읽어들

리라 28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가너희에게있

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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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1바울과실루아노와디모데는하나님우리아버지와

주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데살로니가인의교회에

편지하노니 2하나님아버지와주예수그리스도로부

터은혜와평강이너희에게있을지어다 3형제들아우

리가너희를위하여항상하나님께감사할지니이것이

당연함은너희믿음이더욱자라고너희가다각기서

로사랑함이풍성함이며 4그리고너희의참는모든핍

박과환난중에서너희인내와믿음을인하여하나님

의여러교회에서우리가친히자랑함이라 5이는하나

님의공의로운심판의표요너희로하여금하나님의

나라에합당한자로여기심을얻게하려함이니그나

라를위하여너희가또한고난을받으리니 6너희로환

난받게하는자들에게는환난으로갚으시고 7환난받

는너희에게는우리와함께안식으로갚으시는것이

하나님의공의시니주예수께서저의능력의천사들과

함께하늘로부터불꽃중에나타나실때에 8하나님을

모르는자들과우리주예수의복음을복종치않는자

들에게형벌을주시리니 9이런자들이주의얼굴과그

의힘의영광을떠나영원한멸망의형벌을받으리로

다 (aiōnios g166) 10그날에강림하사그의성도들에게서

영광을얻으시고모든믿는자에게서기이히여김을

얻으시리라(우리의증거가너희에게믿어졌음이라)

11이러므로우리도항상너희를위하여기도함은우리

하나님이너희를그부르심에합당한자로여기시고

모든선을기뻐함과믿음의역사를능력으로이루게

하시고 12우리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대로

우리주예수의이름이너희가운데서영광을얻으시

고너희도그안에서영광을얻게하려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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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제들아! 우리가너희에게구하는것은우리주예

수그리스도의강림하심과우리가그앞에모임에관

하여 2혹영으로나, 혹말로나, 혹우리에게서받았다

하는편지로나주의날이이르렀다고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하지아니할그것이라 3누가아무렇게

하여도너희가미혹하지말라먼저배도하는일이있

고저불법의사람곧멸망의아들이나타나기전에는

이르지아니하리니 4저는대적하는자라범사에일컫

는하나님이나숭배함을받는자위에뛰어나자존하

여하나님성전에앉아자기를보여하나님이라하느

니라 5내가너희와함께있을때에이일을너희에게

말한것을기억하지못하느냐? 6저로하여금저의때

에나타나게하려하여막는것을지금도너희가아나

니 7불법의비밀이이미활동하였으나지금막는자가

있어그중에서옮길때까지하리라 8그때에불법한

자가나타나리니주예수께서그입의기운으로저를

죽이시고강림하여나타나심으로폐하시리라 9악한

자의임함은사단의역사를따라모든능력과표적과

거짓기적과 10불의의모든속임으로멸망하는자들에

게임하리니이는저희가진리의사랑을받지아니하

여구원함을얻지못함이니라 11이러므로하나님이유

혹을저의가운데역사하게하사거짓것을믿게하심

은 12진리를믿지않고불의를좋아하는모든자로심

판을받게하려하심이니라 13주의사랑하시는형제들

아! 우리가항상너희를위하여마땅히하나님께감사

할것은하나님이처음부터너희를택하사성령의거

룩하게하심과진리를믿음으로구원을얻게하심이니

14이를위하여우리복음으로너희를부르사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영광을얻게하려하심이니라 15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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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형제들아!굳게서서말로나우리편지로가르침

을받은유전을지키라 16우리주예수그리스도와우

리를사랑하시고영원한위로와좋은소망을은혜로

주신하나님우리아버지께 (aiōnios g166) 17너희마음을

위로하시고모든선한일과말에굳게하시기를원하

노라

3종말로형제들아너희는우리를위하여기도하기를

주의말씀이너희가운데서와같이달음질하여영광스

럽게되고 2또한우리를무리하고악한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하라믿음은모든사람의것이아님이라 3

주는미쁘사너희를굳게하시고악한자에게서지키

시리라 4너희에게대하여는우리의명한것을너희가

행하고또행할줄을우리가주안에서확신하노니 5

주께서너희마음을인도하여하나님의사랑과그리스

도의인내에들어가게하시기를원하노라 6형제들아!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너희를명하노니

규모없이행하고우리에게받은유전대로행하지아

니하는모든형제에게서떠나라 7어떻게우리를본받

아야할것을너희가스스로아나니우리가너희가운

데서규모없이행하지아니하며 8누구에게서든지양

식을값없이먹지않고오직수고하고애써주야로일

함은너희아무에게도누를끼치지아니하려함이니 9

우리에게권리가없는것이아니요오직스스로너희

에게본을주어우리를본받게하려함이니라 10우리

가너희와함께있을때에도너희에게명하기를누구

든지일하기싫어하거든먹지도말게하라하였더니 11

우리가들은즉너희가운데규모없이행하여도무지

일하지아니하고일만만드는자들이있다하니 12이

런자들에게우리가명하고주예수그리스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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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기를종용히일하여자기양식을먹으라하노라

13형제들아! 너희는선을행하다가낙심치말라 14누

가이편지에한우리말을순종치아니하거든그사람

을지목하여사귀지말고저로하여금부끄럽게하라

15그러나원수와같이생각지말고형제같이권하라 16

평강의주께서친히때마다일마다너희에게평강을

주시기를원하노라주는너희모든사람과함께하실

지어다 17나바울은친필로문안하노니이는편지마다

표적이기로이렇게쓰노라 18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너희무리에게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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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1우리구주하나님과우리소망이신그리스도예수의

명령을따라그리스도예수의사도된바울은 2믿음

안에서참아들된디모데에게편지하노니하나님아

버지와그리스도예수우리주께로부터은혜와긍휼과

평강이네게있을지어다! 3내가마게도냐로갈때에

너를권하여에베소에머물라한것은어떤사람들을

명하여다른교훈을가르치지말며 4신화와끝없는족

보에착념치말게하려함이라이런것은믿음안에있

는하나님의경륜을이룸보다도리어변론을내는것

이라 5경계의목적은청결한마음과선한양심과거짓

이없는믿음으로나는사랑이거늘 6사람들이이에서

벗어나헛된말에빠져 7율법의선생이되려하나자

기의말하는것이나자기의확증하는것도깨닫지못

하는도다 8그러나사람이율법을법있게쓰면율법은

선한것인줄우리는아노라 9알것은이것이니법은

옳은사람을위하여세운것이아니요오직불법한자

와, 복종치아니하는자며, 경건치아니한자와, 죄인이

며,거룩하지아니한자와,망령된자며,아비를치는

자와,어미를치는자며,살인하는자며, 10음행하는자

며, 남색하는자며, 사람을탈취하는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맹세하는자와, 기타바른교훈을거스리는

자를위함이니 11이교훈은내게맡기신바복되신하

나님의영광의복음을좇음이니라 12나를능하게하신

그리스도예수우리주께내가감사함은나를충성되

이여겨내게직분을맡기심이니 13내가전에는훼방

자요핍박자요포행자이었으나도리어긍휼을입은것

은내가믿지아니할때에알지못하고행하였음이라

14우리주의은혜가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믿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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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함께넘치도록풍성하였도다 15미쁘다모든사

람이받을만한이말이여그리스도예수께서죄인을

구원하시려고세상에임하셨다하였도다죄인중에내

가괴수니라! 16그러나내가긍휼을입은까닭은예수

그리스도께서내게먼저일절오래참으심을보이사

후에주를믿어영생얻는자들에게본이되게하려하

심이니라 (aiōnios g166) 17만세의왕곧썩지아니하고보

이지아니하고홀로하나이신하나님께존귀와영광이

세세토록있어지이다! 아멘 (aiōn g165) 18아들디모데야

내가네게이경계로써명하노니전에너를지도한예

언을따라그것으로선한싸움을싸우며 19믿음과착

한양심을가지라어떤이들이이양심을버렸고그믿

음에관하여는파선하였느니라 20그가운데후메내오

와알렉산더가있으니내가사단에게내어준것은저

희로징계를받아훼방하지말게함이니라

2그러므로내가첫째로권하노니모든사람을위하여

간구와기도와도고와감사를하되 2임금들과높은지

위에있는모든사람을위하여하라이는우리가모든

경건과단정한중에고요하고평안한생활을하려함

이니라 3이것이우리구주하나님앞에선하고받을실

만한것이니 4하나님은모든사람이구원을받으며진

리를아는데이르기를원하시느니라 5하나님은한분

이시요또하나님과사람사이에중보도한분이시니

곧사람이신그리스도예수라 6그가모든사람을위하

여자기를속전으로주셨으니기약이이르면증거할

것이라 7이를위하여내가전파하는자와사도로세움

을입은것은참말이요거짓말이아니니믿음과진리

안에서내가이방인의스승이되었노라 8그러므로각

처에서남자들이분노와다툼이없이거룩한손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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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도하기를원하노라 9또이와같이여자들도아담

한옷을입으며염치와정절로자기를단장하고땋은

머리와금이나진주나값진옷으로하지말고 10오직

선행으로하기를원하라이것이하나님을공경한다하

는자들에게마땅한것이니라 11여자는일절순종함으

로종용히배우라 12여자의가르치는것과남자를주

관하는것을허락지아니하노니오직종용할지니라 13

이는아담이먼저지음을받고이와가그후며 14아담

이꾀임을보지아니하고여자가꾀임을보아죄에빠

졌음이니라 15그러나여자들이만일정절로써믿음과

사랑과거룩함에거하면그해산함으로구원을얻으리

라

3미쁘다이말이여사람이감독의직분을얻으려하

면선한일을사모한다함이로다 2그러므로감독은책

망할것이없으며한아내의남편이되며, 절제하며, 근

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대접하며, 가르치기를잘

하며, 3술을즐기지아니하며, 구타하지아니하며, 오

직관용하며, 다투지아니하며, 돈을사랑치아니하며

4자기집을잘다스려자녀들로모든단정함으로복종

케하는자라야할지며 5 (사람이자기집을다스릴줄

알지못하면어찌하나님의교회를돌아보리요) 6새로

입교한자도말지니교만하여져서마귀를정죄하는그

정죄에빠질까함이요 7또한외인에게서도선한증거

를얻은자라야할지니비방과마귀의올무에빠질까

염려하라 8이와같이집사들도단정하고일구이언을

하지아니하고술에인박이지아니하고더러운이를

탐하지아니하고 9깨끗한양심에믿음의비밀을가진

자라야할지니 10이에이사람들을먼저시험하여보

고그후에책망할것이없으면집사의직분을하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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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요 11여자들도이와같이단정하고참소하지말며

절제하며모든일에충성된자라야할지니라 12집사들

은한아내의남편이되어자녀와자기집을잘다스리

는자일지니 13집사의직분을잘한자들은아름다운

지위와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믿음에큰담력을얻

느니라 14내가속히네게가기를바라나이것을네게

쓰는것은 15만일내가지체하면너로하나님의집에

서어떻게행하여야할것을알게하려함이니이집은

살아계신하나님의교회요진리의기둥과터이니라 16

크도다경건의비밀이여그렇지않다하는이없도다

그는육신으로나타난바되시고영으로의롭다하심

을입으시고천사들에게보이시고만국에서전파되시

고세상에서믿은바되시고영광가운데서올리우셨음

이니라

4그러나성령이밝히말씀하시기를후일에어떤사람

들이믿음에서떠나미혹케하는영과귀신의가르침

을좇으리라하셨으니 2자기양심이화인맞아서외식

함으로거짓말하는자들이라 3혼인을금하고식물을

폐하라할터이나식물은하나님이지으신바니믿는

자들과진리를아는자들이감사함으로받을것이니라

4하나님의지으신모든것이선하매감사함으로받으

면버릴것이없나니 5하나님의말씀과기도로거룩하

여짐이니라 6네가이것으로형제를깨우치면그리스

도예수의선한일군이되어믿음의말씀과네가좇는

선한교훈으로양육을받으리라 7망령되고허탄한신

화를버리고오직경건에이르기를연습하라 8육체의

연습은약간의유익이있으나경건은범사에유익하니

금생과내생에약속이있느니라 9미쁘다이말이여모

든사람들이받을만하도다 10이를위하여우리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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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진력하는것은우리소망을살아계신하나님께

둠이니곧모든사람특히믿는자들의구주시라 11네

가이것들을명하고가르치라 12누구든지네연소함을

업신여기지못하게하고오직말과행실과사랑과믿

음과정절에대하여믿는자에게본이되어 13내가이

를때까지읽는것과권하는것과가르치는것에착념

하라 14네속에있는은사곧장로의회에서안수받을

때에예언으로말미암아받은것을조심없이말며 15

이모든일에전심전력하여너의진보를모든사람에

게나타나게하라 16네가네자신과가르침을삼가이

일을계속하라이것을행함으로네자신과네게듣는

자를구원하리라

5늙은이를꾸짖지말고권하되아비에게하듯하며젊

은이를형제에게하듯하고 2늙은여자를어미에게하

듯하며젊은여자를일절깨끗함으로자매에게하듯

하라 3참과부인과부를경대하라 4만일어떤과부에

게자녀나손자들이있거든저희로먼저자기집에서

효를행하여부모에게보답하기를배우게하라이것이

하나님앞에받으실만한것이니라 5참과부로서외로

운자는하나님께소망을두어주야로항상간구와기

도를하거니와 6일락을좋아하는이는살았으나죽었

느니라 7네가또한이것을명하여그들로책망받을

것이없게하라 8누구든지자기친족특히자기가족

을돌아보지아니하면믿음을배반한자요불신자보다

더악한자니라 9과부로명부에올릴자는나이육십

이덜되지아니하고한남편의아내이었던자로서 10

선한행실의증거가있어혹은자녀를양육하며혹은

나그네를대접하며혹은성도들의발을씻기며혹은

환난당한자들을구제하며혹은모든선한일을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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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야할것이요 11젊은과부는거절하라이는정욕

으로그리스도를배반할때에시집가고자함이니 12처

음믿음을저버렸으므로심판을받느니라 13또저희가

게으름을익혀집집에돌아다니고게으를뿐아니라

망령된폄론을하며일을만들며마땅히아니할말을

하나니 14그러므로젊은이는시집가서아이를낳고집

을다스리고대적에게훼방할기회를조금도주지말

기를원하노라 15이미사단에게돌아간자들도있도다

16만일믿는여자에게과부친척이있거든자기가도

와주고교회로짐지지말게하라이는참과부를도와

주게하려함이니라 17잘다스리는장로들을배나존

경할자로알되말씀과가르침에수고하는이들을더

할것이니라 18성경에일렀으되곡식을밟아떠는소

의입에망을씌우지말라하였고또일군이그삯을받

는것이마땅하다하였느니라 19장로에대한송사는

두세증인이없으면받지말것이요 20범죄한자들을

모든사람앞에꾸짖어나머지사람으로두려워하게

하라 21하나님과그리스도예수와택하심을받은천사

들앞에서내가엄히명하노니너는편견이없이이것

들을지켜아무일도편벽되이하지말며 22아무에게

나경솔히안수하지말고다른사람의죄에간섭지말

고네자신을지켜정결케하라 23이제부터는물만마

시지말고네비위와자주나는병을인하여포도주를

조금씩쓰라 24어떤사람들의죄는밝히드러나먼저

심판에나아가고어떤사람들의죄는그뒤를좇나니

25이와같이선행도밝히드러나고그렇지아니한것

도숨길수없느니라

6무릇멍에아래있는종들은자기상전들을범사에

마땅히공경할자로알지니이는하나님의이름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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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으로훼방을받지않게하려함이라 2믿는상전이있

는자들은그상전을형제라고경히여기지말고더잘

섬기게하라이는유익을받는자들이믿는자요사랑

을받는자임이니라너는이것들을가르치고권하라 3

누구든지다른교훈을하며바른말곧우리주예수그

리스도의말씀과경건에관한교훈에착념치아니하면

4저는교만하여아무것도알지못하고변론과언쟁을

좋아하는자니이로써투기와분쟁과훼방과악한생

각이나며 5마음이부패하여지고진리를잃어버려경

건을이익의재료로생각하는자들의다툼이일어나느

니라 6그러나지족하는마음이있으면경건이큰이익

이되느니라 7우리가세상에아무것도가지고온것

이없으매또한아무것도가지고가지못하리니 8우

리가먹을것과입을것이있은즉족한줄로알것이니

라 9부하려하는자들은시험과올무와여러가지어리

석고해로운정욕에떨어지나니곧사람으로침륜과

멸망에빠지게하는것이라 10돈을사랑함이일만악

의뿌리가되나니이것을사모하는자들이미혹을받

아믿음에서떠나많은근심으로써자기를찔렀도다 11

오직너하나님의사람아!이것들을피하고의와경건

과믿음과사랑과인내와온유를좇으며 12믿음의선

한싸움을싸우라영생을취하라이를위하여네가부

르심을입었고많은증인앞에서선한증거를증거하

였도다 (aiōnios g166) 13만물을살게하신하나님앞과본

디오빌라도를향하여선한증거로증거하신그리스도

예수앞에서내가너를명하노니 14우리주예수그리

스도나타나실때까지점도없고책망받을것도없이

이명령을지키라 15기약이이르면하나님이그의나

타나심을보이시리니하나님은복되시고홀로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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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능하신자이며만왕의왕이시며만주의주시요 16

오직그에게만죽지아니함이있고가까이가지못할

빛에거하시고아무사람도보지못하였고또볼수없

는자시니그에게존귀와영원한능력을돌릴지어다

아멘 (aiōnios g166) 17네가이세대에부한자들을명하여

마음을높이지말고정함이없는재물에소망을두지

말고오직우리에게모든것을후히주사누리게하시

는하나님께두며 (aiōn g165) 18선한일을행하고선한사

업에부하고나눠주기를좋아하며동정하는자가되게

하라 19이것이장래에자기를위하여좋은터를쌓아

참된생명을취하는것이니라 (aiōnios g166) 20디모데야!

네게부탁한것을지키고거짓되이일컫는지식의망

령되고허한말과변론을피하라 21이것을좇는사람

들이있어믿음에서벗어났느니라은혜가너희와함께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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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1하나님의뜻으로말미암아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

생명의약속대로그리스도예수의사도된바울은 2사

랑하는아들디모데에게편지하노니하나님아버지와

그리스도예수우리주께로부터은혜와긍휼과평강이

네게있을지어다 3나의밤낮간구하는가운데쉬지않

고너를생각하여청결한양심으로조상적부터섬겨

오는하나님께감사하고 4네눈물을생각하여너보기

를원함은내기쁨이가득하게하려함이니 5이는네

속에거짓이없는믿음을생각함이라이믿음은먼저

네외조모로이스와네어머니유니게속에있더니네

속에도있는줄을확신하노라 6그러므로내가나의안

수함으로네속에있는하나님의은사를다시불일듯

하게하기위하여너로생각하게하노니 7하나님이우

리에게주신것은두려워하는마음이아니요오직능

력과사랑과근신하는마음이니 8그러므로네가우리

주의증거와또는주를위하여갇힌자된나를부끄러

워말고오직하나님의능력을좇아복음과함께고난

을받으라! 9하나님이우리를구원하사거룩하신부르

심으로부르심은우리의행위대로하심이아니요오직

자기뜻과영원한때전부터그리스도예수안에서우

리에게주신은혜대로하심이라 (aiōnios g166) 10이제는

우리구주그리스도예수의나타나심으로말미암아나

타났으니저는사망을폐하시고복음으로써생명과썩

지아니할것을드러내신지라 11내가이복음을위하

여반포자와사도와교사로세우심을입었노라 12이를

인하여내가또이고난을받되부끄러워하지아니함

은나의의뢰한자를내가알고또한나의의탁한것을

그날까지저가능히지키실줄을확신함이라 13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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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믿음과사랑으로써내게들

은바바른말을본받아지키고 14우리안에거하시는

성령으로말미암아네게부탁한아름다운것을지키라

15아시아에있는모든사람이나를버린이일을네가

아나니그중에부겔로와허모게네가있느니라 16원컨

대주께서오네시보로의집에긍휼을베푸시옵소서!

저가나를자주유쾌케하고나의사슬에매인것을부

끄러워아니하여 17로마에있을때에나를부지런히

찾아만났느니라 18 (원컨대주께서저로하여금그날

에주의긍휼을얻게하여주옵소서) 또저가에베소에

서얼만큼나를섬긴것을네가잘아느니라

2내아들아그러므로네가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

은혜속에서강하고 2또네가많은증인앞에서내게

들은바를충성된사람들에게부탁하라저희가또다

른사람들을가르칠수있으리라 3네가그리스도예수

의좋은군사로나와함께고난을받을지니 4군사로

다니는자는자기생활에얽매이는자가하나도없나

니이는군사로모집한자를기쁘게하려함이라 5경

기하는자가법대로경기하지아니하면면류관을얻지

못할것이며 6수고하는농부가곡식을먼저받는것이

마땅하니라 7내말하는것을생각하라주께서범사에

네게총명을주시리라 8나의복음과같이다윗의씨로

죽은자가운데서다시살으신예수그리스도를기억

하라 9복음을인하여내가죄인과같이매이는데까지

고난을받았으나하나님의말씀은매이지아니하니라

10그러므로내가택하신자를위하여모든것을참음

은저희로도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구원을영원한

영광과함께얻게하여함이로다 (aiōnios g166) 11미쁘다

이말이여우리가주와함께죽었으면또한함께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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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12참으면또한함께왕노릇할것이요우리가주

를부인하면주도우리를부인하실것이라 13우리는

미쁨이없을지라도주는일향미쁘시니자기를부인하

실수없으시리라 14너는저희로이일을기억하게하

여말다툼을하지말라고하나님앞에서엄히명하라

이는유익이하나도없고도리어듣는자들을망하게

함이니라 15네가진리의말씀을옳게분변하여부끄러

울것이없는일군으로인정된자로자신을하나님앞

에드리기를힘쓰라 16망령되고헛된말을버리라저

희는경건치아니함에점점나아가나니 17저희말은

독한창질의썩어져감과같은데그중에후메내오와

빌레도가있느니라 18진리에관하여는저희가그릇되

었도다부활이이미지나갔다하므로어떤사람들의

믿음을무너뜨리느니라 19그러나하나님의견고한터

는섰으니인침이있어일렀으되주께서자기백성을

아신다하며또주의이름을부르는자마다불의서떠

날지어다하였느니라 20큰집에는금과은의그릇이

있을뿐아니요나무와질그릇도있어귀히쓰는것도

있고천히쓰는것도있나니 21그러므로누구든지이

런것에서자기를깨끗하게하면귀히쓰는그릇이되

어거룩하고주인의쓰심에합당하며모든선한일에

예비함이되리라 22또한네가청년의정욕을피하고

주를깨끗한마음으로부르는자들과함께믿음과사

랑과화평을좇으라 23어리석고무식한변론을버리라

이에서다툼이나는줄앎이라 24마땅히주의종은다

투지아니하고모든사람을대하여온유하라가르치기

를잘하며참으며 25거역하는자를온유함으로징계할

지니혹하나님이저희에게회개함을주사진리를알

게하실까하며 26저희로깨어마귀의올무에서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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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님께사로잡힌바되어그뜻을좇게하실까함

이라

3네가이것을알라말세에고통하는때가이르리니 2

사람들은자기를사랑하며, 돈을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거역하며, 감사치아니하

며, 거룩하지아니하며, 3무정하며, 원통함을풀지아

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못하며, 사나우며, 선한것

을좋아아니하며, 4배반하여팔며, 조급하며, 자고하

며,쾌락을사랑하기를하나님사랑하는것보다더하

며, 5경건의모양은있으나경건의능력은부인하는

자니,이같은자들에게서네가돌아서라 6저희중에

남의집에가만히들어가어리석은여자를유인하는

자들이있으니그여자는죄를중히지고여러가지욕

심에끌린바되어 7항상배우나마침내진리의지식에

이를수없느니라 8얀네와얌브레가모세를대적한것

같이저희도진리를대적하니이사람들은그마음이

부패한자요믿음에관하여는버리운자들이라 9그러

나저희가더나가지못할것은저두사람의된것과

같이저희어리석음이드러날것임이니라 10나의교훈

과행실과의향과믿음과오래참음과사랑과인내와

11핍박과고난과또한안디옥과이고니온과루스드라

에서당한일과어떠한핍박받은것을네가과연보고

알았거니와주께서이모든것가운데서나를건지셨

느니라 12무릇그리스도예수안에서경건하게살고자

하는자는핍박을받으리라 13악한사람들과속이는

자들은더욱악하여져서속이기도하고속기도하나니

14그러나너는배우고확신한일에거하라네가뉘게

서배운것을알며 15또네가어려서부터성경을알았

나니성경은능히너로하여금그리스도예수안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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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믿음으로말미암아구원에이르는지혜가있게하

느니라 16모든성경은하나님의감동으로된것으로

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의로교육하기에유익하니

17이는하나님의사람으로온전케하며모든선한일

을행하기에온전케하려함이니라

4하나님앞과산자와죽은자를심판하실그리스도

예수앞에서그의나타나실것과그의나라를두고엄

히명하노니 2너는말씀을전파하라! 때를얻든지못

얻든지항상힘쓰라! 범사에오래참음과가르침으로

경책하며경계하며권하라 3때가이르리니사람이바

른교훈을받지아니하며귀가가려워서자기의사욕

을좇을스승을많이두고 4또그귀를진리에서돌이

켜허탄한이야기를좇으리라 5그러나너는모든일에

근신하여고난을받으며전도인의일을하며네직무

를다하라 6관제와같이벌써내가부음이되고나의

떠날기약이가까왔도다 7내가선한싸움을싸우고나

의달려갈길을마치고믿음을지켰으니 8이제후로는

나를위하여의의면류관이예비되었으므로주곧의

로우신재판장이그날에내게주실것이니내게만아

니라주의나타나심을사모하는모든자에게니라 9너

는어서속히내게로오라 10데마는이세상을사랑하

여나를버리고데살로니가로갔고그레스게는갈라디

아로, 디도는달마디아로갔고 (aiōn g165) 11누가만나와

함께있느니라네가올때에마가를데리고오라저가

나의일에유익하니라 13네가올때에내가드로아가

보의집에둔겉옷을가지고오고또책은특별히가죽

종이에쓴것을가져오라 14구리장색알렉산더가내

게해를많이보였으매주께서그행한대로저에게갚

으시리니 15너도저를주의하라저가우리말을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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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하였느니라 16내가처음변명할때에나와함께

한자가하나도없고다나를버렸으나저희에게허물

을돌리지않기를원하노라 17주께서내곁에서서나

를강건케하심은나로말미암아전도의말씀이온전

히전파되어이방인으로듣게하려하심이니내가사

자의입에서건지웠느니라 18주께서나를모든악한

일에서건져내시고또그의천국에들어가도록구원

하시리니그에게영광이세세무궁토록있을지어다아

멘 (aiōn g165) 19브리스가와아굴라와및오네시보로의

집에문안하라 20에라스도는고린도에머물렀고드로

비모는병듦으로밀레도에두었노니 21겨울전에너는

어서오라으불로와부데와리노와글라우디아와모든

형제가다네게문안하느니라 22나는주께서네심령

에함께계시기를바라노니은혜가너희와함께있을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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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1하나님의종이요예수그리스도의사도인바울곧

나의사도된것은하나님의택하신자들의믿음과경

건함에속한진리의지식과 2영생의소망을인함이라

이영생은거짓이없으신하나님이영원한때전부터

약속하신것인데 (aiōnios g166) 3자기때에자기의말씀

을전도로나타나셨으니이전도는우리구주하나님

의명대로내게맡기신것이라 4같은믿음을따라된

나의참아들디도에게편지하노니하나님아버지와

그리스도예수우리구주로좇아은혜와평강이네게

있을지어다! 5내가너를그레데에떨어뜨려둔이유는

부족한일을바로잡고나의명한대로각성에장로들

을세우게하려함이니 6책망할것이없고한아내의

남편이며방탕하다하는비방이나불순종하는일이없

는믿는자녀를둔자라야할지라 7감독은하나님의

청지기로서책망할것이없고제고집대로하지아니

하며급히분내지아니하며술을즐기지아니하며구

타하지아니하며더러운이를탐하지아니하며 8오직

나그네를대접하며선을좋아하며근신하며의로우며

거룩하며절제하며 9미쁜말씀의가르침을그대로지

켜야하리니이는능히바른교훈으로권면하고거스

려말하는자들을책망하게하려함이라 10복종치아

니하고헛된말을하며속이는자가많은중특별히할

례당가운데심하니 11저희의입을막을것이라이런

자들이더러운이를취하려고마땅치아니한것을가

르쳐집들을온통엎드러치는도다 12그레데인중에어

떤선지자가말하되그레데인들은항상거짓말장이며

악한짐승이며배만위하는게으름장이라하니 13이

증거가참되도다그러므로네가저희를엄히꾸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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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저희로하여금믿음을온전케하고 14유대인의

허탄한이야기와진리를배반하는사람들의명령을좇

지않게하려함이라 15깨끗한자들에게는모든것이

깨끗하나더럽고믿지아니하는자들에게는아무것도

깨끗한것이없고오직저희마음과양심이더러운지

라 16저희가하나님을시인하나행위로는부인하니가

증한자요복종치아니하는자요모든선한일을버리

는자니라

2오직너는바른교훈에합한것을말하여 2늙은남

자로는절제하며경건하며근신하며믿음과사랑과인

내함에온전케하고 3늙은여자로는이와같이행실이

거룩하며참소치말며많은술의종이되지말며선한

것을가르치는자들이되고 4저들로젊은여자들을교

훈하되그남편과자녀를사랑하며 5근신하며순전하

며집안일을하며선하며자기남편에게복종하게하

라이는하나님의말씀이훼방을받지않게하려함이

니라 6너는이와같이젊은남자들을권면하여근신하

게하되 7범사에네자신으로선한일의본을보여교

훈의부패치아니함과경건함과 8책망할것이없는바

른말을하게하라이는대적하는자로하여금부끄러

워우리를악하다할것이없게하려함이라 9종들로

는자기상전들에게범사에순종하여기쁘게하고거

스려말하지말며 10떼어먹지말고오직선한충성을

다하게하라이는범사에우리구주하나님의교훈을

빛나게하려함이라 11모든사람에게구원을주시는

하나님의은혜가나타나 12우리를양육하시되경건치

않은것과이세상정욕을다버리고근신함과의로움

과경건함으로이세상에살고 (aiōn g165) 13복스러운소

망과우리의크신하나님구주예수그리스도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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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타나심을기다리게하셨으니 14그가우리를대신

하여자신을주심은모든불법에서우리를구속하시고

우리를깨끗하게하사선한일에열심하는친백성이

되게하려하심이니라 15너는이것을말하고권면하며

모든권위로책망하여누구에게든지업신여김을받지

말라

3너는저희로하여금정사와권세잡은자들에게복종

하며순종하며모든선한일행하기를예비하게하며 2

아무도훼방하지말며다투지말며관용하며범사에

온유함을모든사람에게나타낼것을기억하게하라 3

우리도전에는어리석은자요순종치아니한자요속

은자요각색정욕과행락에종노릇한자요악독과투

기로지낸자요가증스러운자요피차미워한자이었

으나 4우리구주하나님의자비와사람사랑하심을나

타내실때에 5우리를구원하시되우리의행한바의로

운행위로말미암지아니하고오직그의긍휼하심을

좇아중생의씻음과성령의새롭게하심으로하셨나니

6성령을우리구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우리에

게풍성히부어주사 7우리로저의은혜를힘입어의롭

다하심을얻어영생의소망을따라후사가되게하려

하심이라 (aiōnios g166) 8이말이미쁘도다원컨대네가

이여러것에대하여굳세게말하라이는하나님을믿

는자들로하여금조심하여선한일을힘쓰게하려함

이라이것은아름다우며사람들에게유익하니라 9그

러나어리석은변론과족보이야기와분쟁과율법에

대한다툼을피하라이것은무익한것이요헛된것이

니라 10이단에속한사람을한두번훈계한후에멀리

하라 11이러한사람은네가아는바와같이부패하여

서스스로정죄한자로서죄를짓느니라 12내가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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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두기고를네게보내리니그때에네가급히니고

볼리로내게오라내가거기서과동하기로작정하였노

라 13교법사세나와및아볼로를급히먼저보내어저

희로궁핍함이없게하고 14또우리사람들도열매없

는자가되지않게하기위하여필요한것을예비하는

좋은일에힘쓰기를배우게하라 15나와함께있는자

가다네게문안하니믿음안에서우리를사랑하는자

들에게너도문안하라은혜가너희무리에게있을지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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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서
1그리스도예수를위하여갇힌자된바울과및형제

디모데는우리의사랑을받는자요동역자인빌레몬과

2및자매압비아와및우리와함께군사된아킵보와네

집에있는교회에게편지하노니 3하나님우리아버지

와주예수그리스도로좇아은혜와평강이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내가항상내하나님께감사하고기도할

때에너를말함은 5주예수와및모든성도에대한네

사랑과믿음이있음을들음이니 6이로써네믿음의교

제가우리가운데있는선을알게하고그리스도께미

치도록역사하느니라 7형제여성도들의마음이너로

말미암아평안함을얻었으니내가너의사랑으로많은

기쁨과위로를얻었노라 8이러므로내가그리스도안

에서많은담력을가지고네게마땅한일로명할수있

으나 9사랑을인하여도리어간구하노니나이많은나

바울은지금또예수그리스도를위하여갇힌자되어

10갇힌중에서낳은아들오네시모를위하여네게간

구하노라 11저가전에는네게무익하였으나이제는나

와네게유익하므로 12네게저를돌려보내노니저는

내심복이라 13저를내게머물러두어내복음을위하

여갇힌중에서네대신나를섬게게하고자하나 14다

만네승낙이없이는내가아무것도하기를원치아니

하노니이는너의선한일이억지같이되지아니하고

자의로되게하려함이로라 15저가잠시떠나게된것

은이를인하여저를영원히두게함이니 (aiōnios g166) 16

이후로는종과같이아니하고종에서뛰어나곧사랑

받는형제로둘자라내게특별히그러하거든하물며

육신과주안에서상관된네게랴 17그러므로네가나

를동무로알진대저를영접하기를내게하듯하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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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만일네게불의를하였거나네게진것이있거든

이것을내게로회계하라 19나바울이친필로쓰노니

내가갚으려니와너는이외에네자신으로내게빚진

것을내가말하지아니하노라 20오, 형제여! 나로주안

에서너를인하여기쁨을얻게하고내마음이그리스

도안에서평안하게하라 21나는네가순종함을확신

하므로네게썼노니네가나의말보다더행할줄을아

노라 22오직너는나를위하여처소를예비하라너희

기도로내가너희에게나아가게하여주시기를바라노

라 23그리스도예수안에서나와함께갇힌자에바브

라와 24또한나의동역자마가,아리스다고,데마, 누가

가문안하느니라 25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가

너희심령과함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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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옛적에선지자들로여러부분과여러모양으로우리

조상들에게말씀하신하나님이 2이모든날마지막에

아들로우리에게말씀하셨으니이아들을만유의후사

로세우시고또저로말미암아모든세계를지으셨느

니라 (aiōn g165) 3이는하나님의영광의광채시요그본

체의형상이시라그의능력의말씀으로만물을붙드시

며죄를정결케하는일을하시고높은곳에계신위엄

의우편에앉으셨느니라 4저가천사보다얼마큼뛰어

남은저희보다더욱아름다운이름을기업으로얻으심

이니 5하나님께서어느때에천사중누구에게네가

내아들이라오늘날내가너를낳았다하셨으며또다

시나는그에게아버지가되고그는내게아들이되리

라하셨느뇨 6또맏아들을이끌어세상에다시들어오

게하실때에하나님의모든천사가저에게경배할지

어다말씀하시며 7또천사들에관하여는그는그의천

사들을바람으로, 그의사역자들을불꽃으로삼으시느

니라하셨으되 8아들에관하여는하나님이여! 주의보

좌가영영하며주의나라의홀은공평한홀이니이다

(aiōn g165) 9네가의를사랑하고불법을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하나님곧너의하나님이즐거움의기름을

네게주어네동류들보다승하게하셨도다하였고 10

또주여!태초에주께서땅의기초를두셨으며하늘도

주의손으로지으신바라 11그것들은멸망할것이나

오직주는영존할것이요그것들은다옷과같이낡아

지리니 12의복처럼갈아입을것이요그것들이옷과

같이변할것이나주는여전하여연대가다함이없으

리라하였으나 13어느때에천사중누구에게내가네

원수로네발등상되게하기까지너는내우편에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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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하셨느뇨 14모든천사들은부리는영으로서구원

얻을후사들을위하여섬기라고보내심이아니뇨

2그러므로모든들은것을우리가더욱간절히삼갈

지니혹흘러떠내려갈까염려하노라 2천사들로하신

말씀이견고하게되어모든범죄함과순종치아니함이

공변된보응을받았거든 3우리가이같이큰구원을등

한히여기면어찌피하리요이구원은처음에주로말

씀하신바요들은자들이우리에게확증한바니 4하나

님도표적들과기사들과여러가지능력과및자기뜻

을따라성령의나눠주신것으로써저희와함께증거

하셨느니라 5하나님이우리의말한바장차오는세상

을천사들에게는복종케하심이아니라 6오직누가어

디증거하여가로되사람이무엇이관대주께서저를

생각하시며인자가무엇이관대주께서저를권고하시

나이까 7저를잠간동안천사보다못하게하시며영광

과존귀로관씌우시며 8만물을그발아래복종케하

셨느니라하였으니만물로저에게복종케하셨은즉복

종치않은것이하나도없으나지금우리가만물이아

직저에게복종한것을보지못하고 9오직우리가천

사들보다잠간동안못하게하심을입은자곧죽음의

고난받으심을인하여영광과존귀로관쓰신예수를

보니이를행하심은하나님의은혜로말미암아모든

사람을위하여죽음을맛보려하심이라 10만물이인하

고만물이말미암은자에게는많은아들을이끌어영

광에들어가게하시는일에저희구원의주를고난으

로말미암아온전케하심이합당하도다 11거룩하게하

시는자와거룩하게함을입은자들이다하나에서난

지라그러므로형제라부르시기를부끄러워아니하시

고 12이르시되내가주의이름을내형제들에게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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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내가주를교회중에서찬송하리라하셨으며 13

또다시내가그를의지하리라하시고또다시볼지어

다나와및하나님께서내게주신자녀라하셨으니 14

자녀들은혈육에함께속하였으매그도또한한모양

으로혈육에함께속하심은사망으로말미암아사망의

세력을잡은자곧마귀를없이하시며 15또죽기를무

서워하므로일생에매여종노릇하는모든자들을놓

아주려하심이니 16이는실로천사들을붙들어주려

하심이아니요오직아브라함의자손을붙들어주려

하심이라 17그러므로저가범사에형제들과같이되심

이마땅하도다이는하나님의일에자비하고충성된

대제사장이되어백성의죄를구속하려하심이라 18자

기가시험을받아고난을당하셨은즉시험받는자들

을능히도우시느니라

3그러므로함께하늘의부르심을입은거룩한형제들

아! 우리의믿는도리의사도시며대제사장이신예수

를깊이생각하라! 2저가자기를세우신이에게충성

하시기를모세가하나님의온집에서한것과같으니 3

저는모세보다더욱영광을받을만한것이마치집지

은자가그집보다더욱존귀함같으니라 4집마다지

은이가있으니만물을지으신이는하나님이시라 5또

한모세는장래의말할것을증거하기위하여하나님

의온집에서사환으로충성하였고 6그리스도는그의

집맡은아들로충성하였으니우리가소망의담대함과

자랑을끝까지견고히잡으면그의집이라 7그러므로

성령이이르신바와같이오늘날너희가그의음성을

듣거든 8노하심을격동하여광야에서시험하던때와

같이너희마음을강퍅케하지말라 9거기서너희열

조가나를시험하여증험하고사십년동안에나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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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보았느니라 10그러므로내가이세대를노하여

가로되저희가항상마음이미혹되어내길을알지못

하는도다하였고 11내가노하여맹세한바와같이저

희는내안식에들어오지못하리라하셨다하였으니

12형제들아너희가삼가혹너희중에누가믿지아니

하는악심을품고살아계신하나님에게서떨어질까

염려할것이요 13오직오늘이라일컫는동안에매일

피차권면하여너희중에누구든지죄의유혹으로강

퍅케됨을면하라 14우리가시작할때에확실한것을

끝까지견고히잡으면그리스도와함께참예한자가

되리라 15성경에일렀으되오늘날너희가그의음성을

듣거든노하심을격동할때와같이너희마음을강퍅

케하지말라하였으니 16듣고격노케하던자가누구

뇨모세를좇아애굽에서나온모든이가아니냐 17또

하나님이사십년동안에누구에게노하셨느뇨?범죄

하여그시체가광야에엎드러진자에게가아니냐? 18

또하나님이누구에게맹세하사그의안식에들어오지

못하리라하셨느뇨?곧순종치아니하던자에게가아

니냐? 19이로보건대저희가믿지아니하므로능히들

어가지못한것이라

4그러므로우리는두려워할지니그의안식에들어갈

약속이남아있을지라도너희중에혹미치지못할자

가있을까함이라 2저희와같이우리도복음전함을

받은자이나그러나그들은바말씀이저희에게유익

되지못한것은듣는자가믿음을화합지아니함이라 3

이미믿는우리들은저안식에들어가는도다그말씀

하신바와같으니내가노하여맹세한바와같이저희

가내안식에들어오지못하리라하셨다하였으나세

상을창조할때부터그일이이루었느니라 4제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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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하여는어디이렇게일렀으되하나님은제칠일

에그의모든일을쉬셨다하였으며 5또다시거기저

희가내안식에들어오지못하리라하였으니 6그러면

거기들어갈자들이남아있거니와복음전함을먼저

받은자들은순종치아니함을인하여들어가지못하였

으므로 7오랜후에다윗의글에다시어느날을정하

여오늘날이라고미리이같이일렀으되오늘날너희가

그의음성을듣거든너희마음을강퍅케말라하였나

니 8만일여호수아가저희에게안식을주었더면그후

에다른날을말씀하지아니하셨으리라 9그런즉안식

할때가하나님의백성에게남아있도다 10이미그의

안식에들어간자는하나님이자기일을쉬심과같이

자기일을쉬느니라 11그러므로우리가저안식에들

어가기를힘쓸지니이는누구든지저순종치아니하는

본에빠지지않게하려함이라 12하나님의말씀은살

았고운동력이있어좌우에날선어떤검보다도예리

하여혼과영과및관절과골수를찔러쪼개기까지하

며또마음의생각과뜻을감찰하나니 13지으신것이

하나라도그앞에나타나지않음이없고오직만물이

우리를상관하시는자의눈앞에벌거벗은것같이드

러나느니라 14그러므로우리에게큰대제사장이있으

니승천하신자곧하나님아들예수시라우리가믿는

도리를굳게잡을지어다! 15우리에게있는대제사장은

우리연약함을체휼하지아니하는자가아니요모든

일에우리와한결같이시험을받은자로되죄는없으

시니라! 16그러므로우리가긍휼하심을받고때를따

라돕는은혜를얻기위하여은혜의보좌앞에담대히

나아갈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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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제사장마다사람가운데서취한자이므로하나님

께속한일에사람을위하여예물과속죄하는제사를

드리게하나니 2저가무식하고미혹한자를능히용납

할수있는것은자기도연약에싸여있음이니라 3이

러므로백성을위하여속죄제를드림과같이또한자

기를위하여드리는것이마땅하니라 4이존귀는아무

나스스로취하지못하고오직아론과같이하나님의

부르심을입은자라야할것이니라 5또한이와같이

그리스도께서대제사장되심도스스로영광을취하심

이아니요오직말씀하신이가저더러이르시되너는

내아들이니오늘날내가너를낳았다하셨고 6또한

이와같이다른데말씀하시되네가영원히멜기세덱

의반차를좇는제사장이라하셨으니 (aiōn g165) 7그는

육체에계실때에자기를죽음에서능히구원하실이

에게심한통곡과눈물로간구와소원을올렸고그의

경외하심을인하여들으심을얻었느니라 8그가아들

이시라도받으신고난으로순종함을배워서 9온전하

게되었은즉자기를순종하는모든자에게영원한구

원의근원이되시고 (aiōnios g166) 10하나님께멜기세덱

의반차를좇은대제사장이라칭하심을받았느니라 11

멜기세덱에관하여는우리가할말이많으나너희의

듣는것이둔하므로해석하기어려우니라 12때가오래

므로너희가마땅히선생이될터인데너희가다시하

나님의말씀의초보가무엇인지누구에게가르침을받

아야할것이니젖이나먹고단단한식물을못먹을자

가되었도다 13대저젖을먹는자마다어린아이니의

의말씀을경험하지못한자요 14단단한식물은장성

한자의것이니저희는지각을사용하므로연단을받

아선악을분변하는자들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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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러므로우리가그리스도도의초보를버리고죽은

행실을회개함과하나님께대한신앙과 2세례들과안

수와죽은자의부활과영원한심판에관한교훈의터

를다시닦지말고완전한데나아갈지니라 (aiōnios g166)

3하나님께서허락하시면우리가이것을하리라 4한번

비췸을얻고하늘의은사를맛보고성령에참예한바

되고 5하나님의선한말씀과내세의능력을맛보고

(aiōn g165) 6타락한자들은다시새롭게하여회개케할

수없나니이는자기가하나님의아들을다시십자가

에못박아현저히욕을보임이라 7땅이그위에자주

내리는비를흡수하여밭가는자들의쓰기에합당한

채소를내면하나님께복을받고 8만일가시와엉겅퀴

를내면버림을당하고저주함에가까와그마지막은

불사름이되리라 9사랑하는자들아우리가이같이말

하나너희에게는이보다나은것과구원에가까운것

을확신하노라 10하나님이불의치아니하사너희행위

와그의이름을위하여나타낸사랑으로이미성도를

넘긴것과이제도섬기는것을잊어버리지아니하시느

니라 11우리가간절히원하는것은너희각사람이동

일한부지런을나타내어끝까지소망의풍성함에이르

러 12게으르지아니하고믿음과오래참음으로말미암

아약속들을기업으로받는자들을본받는자되게하

려는것이니라 13하나님이아브라함에게약속하실때

에가리켜맹세할자가자기보다더큰이가없으므로

자기를가리켜맹세하여 14가라사대내가반드시너를

복주고복주며너를번성케하고번성케하리라하셨

더니 15저가이같이오래참아약속을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자기보다더큰자를가리켜맹세하나니맹

세는저희모든다투는일에최후확정이니라 17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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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약속을기업으로받는자들에게그뜻이변치아

니함을충분히나타내시려고그일에맹세로보증하셨

나니 18이는하나님이거짓말을하실수없는이두가

지변치못할사실을인하여앞에있는소망을얻으려

고피하여가는우리로큰안위를받게하려하심이라

19우리가이소망이있는것은영혼의닻같아서튼튼

하고견고하여휘장안에들어가나니 20그리로앞서

가신예수께서멜기세덱의반차를좇아영원히대제사

장이되어우리를위하여들어가셨느니라 (aiōn g165)

7이멜기세덱은살렘왕이요지극히높으신하나님의

제사장이라여러임금을쳐서죽이고돌아오는아브라

함을만나복을빈자라 2아브라함이일체십분의일

을그에게나눠주니라그이름을번역한즉첫째의의

왕이요또살렘왕이니곧평강의왕이요 3아비도없

고어미도없고족보도없고시작한날도없고생명의

끝도없어하나님아들과방불하여항상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이사람의어떻게높은것을생각하라조상

아브라함이노략물중좋은것으로십분의일을저에

게주었느니라 5레위의아들들가운데제사장의직분

을받는자들이율법을좇아아브라함의허리에서난

자라도자기형제인백성에게서십분의일을취하라는

명령을가졌으나 6레위족보에들지아니한멜기세덱

은아브라함에게서십분의일을취하고그얻은자를

위하여복을빌었나니 7폐일언하고낮은자가높은자

에게복빎을받느니라 8또여기는죽을자들이십분

의일을받으나저기는산다고증거를얻은자가받았

느니라 9또한십분의일을받는레위도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십분의일을바쳤다할수있나니 10이는멜

기세덱이아브라함을만날때에레위는아직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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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허리에있었음이니라 11레위계통의제사직분으

로말미암아온전함을얻을수있었으면백성이그아

래서율법을받았으니어찌하여아론의반차를좇지

않고멜기세덱의반차를좇는별다른한제사장을세

울필요가있느뇨 12제사직분이변역한즉율법도반

드시변역하리니 13이것은한사람도제단일을받들

지않는지파에속한자를가리켜말한것이라 14우리

주께서유다로좇아나신것이분명하도다이지파에

는모세가제사장들에관하여말한것이하나도없고

15멜기세덱과같은별다른한제사장이일어난것을

보니더욱분명하도다 16그는육체에상관된계명의

법을좇지아니하고오직무궁한생명의능력을좇아

된것이니 17증거하기를네가영원히멜기세덱의반차

를좇는제사장이라하였도다 (aiōn g165) 18전엣계명이

연약하며무익하므로폐하고 19 (율법은아무것도온

전케못할지라)이에더좋은소망이생기니이것으로

우리가하나님께가까이가느니라 20또예수께서제사

장된것은맹세없이된것이아니니 21 (저희는맹세

없이제사장이되었으되오직예수는자기에게말씀하

신자로말미암아맹세로되신것이라주께서맹세하

시고뉘우치지아니하시리니네가영원히제사장이라

하셨도다) (aiōn g165) 22이와같이예수는더좋은언약

의보증이되셨느니라 23저희제사장된자의수효가

많은것은죽음을인하여항상있지못함이로되 24예

수는영원히계시므로그제사직분도갈리지아니하

나니 (aiōn g165) 25그러므로자기를힘입어하나님께나

아가는자들을온전히구원하실수있으니이는그가

항상살아서저희를위하여간구하심이니라 26이러한

대제사장은우리에게합당하니거룩하고악이없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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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이없고죄인에게서떠나계시고하늘보다높이

되신자라 27저가저대제사장들이먼저자기죄를위

하고다음에백성의죄를위하여날마다제사드리는

것과같이할필요가없으니이는저가단번에자기를

드려이루셨음이니라 28율법은약점을가진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세웠거니와율법후에하신맹세의말씀은

영원히온전케되신아들을세우셨느니라 (aiōn g165)

8이제하는말의중요한것은이러한대제사장이우

리에게있는것이라그가하늘에서위엄의보좌우편

에앉으셨으니 2성소와참장막에부리는자라이장

막은주께서베푸신것이요사람이한것이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예물과제사드림을위하여세운자니

이러므로저도무슨드릴것이있어야할지니라 4예수

께서만일땅에계셨더면제사장이되지아니하셨을

것이니이는율법을좇아예물을드리는제사장이있

음이라 5저희가섬기는것은하늘에있는것의모형과

그림자라모세가장막을지으려할때에지시하심을

얻음과같으니가라사대삼가모든것을산에서네게

보이던본을좇아지으라하셨느니라 6그러나이제그

가더아름다운직분을얻으셨으니이는더좋은약속

으로세우신더좋은언약의중보시라 7저첫언약이

무흠하였더면둘째것을요구할일이없었으려니와 8

저희를허물하여일렀으되주께서가라사대볼지어다

날이이르리니내가이스라엘집과유다집으로새언

약을세우리라 9또주께서가라사대내가저희열조들

의손을잡고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던날에저희와

세운언약과같지아니하도다저희는내언약안에머

물러있지아니하므로내가저희를돌아보지아니하였

노라 10또주께서가라사대그날후에내가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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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세울언약이이것이니내법을저희생각에두

고저희마음에이것을기록하리라나는저희에게하

나님이되고저희는내게백성이되리라 11또각각자

기나라사람과각각자기형제를가르쳐이르기를주

를알라하지아니할것은저희가작은자로부터큰자

까지다나를앎이니라 12내가저희불의를긍휼히여

기고저희죄를다시기억하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

13새언약이라말씀하셨으매첫것은낡아지게하신

것이니낡아지고쇠하는것은없어져가는것이니라

9첫언약에도섬기는예법과세상에속한성소가있

더라 2예비한첫장막이있고그안에등대와상과진

설병이있으니이는성소라일컫고 3또둘째휘장뒤

에있는장막을지성소라일컫나니 4금향로와사면을

금으로싼언약궤가있고그안에만나를담은금항아

리와아론의싹난지팡이와언약의비석들이있고 5

그위에속죄소를덮는영광의그룹들이있으니이것

들에관하여는이제낱낱이말할수없노라 6이모든

것을이같이예비하였으니제사장들이항상첫장막에

들어가섬기는예를행하고 7오직둘째장막은대제사

장이홀로일년일차씩들어가로되피없이는아니하

나니이피는자기와백성의허물을위하여드리는것

이라 8성령이이로써보이신것은첫장막이서있을

동안에성소에들어가는길이아직나타나지아니한

것이라 9이장막은현재까지의비유니이에의지하여

드리는예물과제사가섬기는자로그양심상으로온

전케할수없나니 10이런것은먹고마시는것과여러

가지씻는것과함께육체의예법만되어개혁할때까

지맡겨둔것이니라 11그리스도께서장래좋은일의

대제사장으로오사손으로짓지아니한곧이창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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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아니한더크고온전한장막으로말미암아 12

염소와송아지의피로아니하고오직자기피로영

원한속죄를이루사단번에성소에들어가셨느니라

(aiōnios g166) 13염소와황소의피와및암송아지의재로

부정한자에게뿌려그육체를정결케하여거룩케하

거든 14하물며영원하신성령으로말미암아흠없는

자기를하나님께드린그리스도의피가어찌너희양

심으로죽은행실에서깨끗하게하고살아계신하나님

을섬기게못하겠느뇨 (aiōnios g166) 15이를인하여그는

새언약의중보니이는첫언약때에범한죄를속하려

고죽으사부르심을입은자로하여금영원한기업의

약속을얻게하려하심이니라 (aiōnios g166) 16유언은유

언한자가죽어야되나니 17유언은그사람이죽은후

에야견고한즉유언한자가살았을때에는언제든지

효력이없느니라 18이러므로첫언약도피없이세운

것이아니니 19모세가율법대로모든계명을온백성

에게말한후에송아지와염소의피와및물과붉은양

털과우슬초를취하여그책과온백성에게뿌려 20이

르되이는하나님이너희에게명하신언약의피라하

고 21또한이와같이피로써장막과섬기는일에쓰는

모든그릇에뿌렸느니라 22율법을좇아거의모든물

건이피로써정결케되나니피흘림이없은즉사함이

없느니라 23그러므로하늘에있는것들의모형은이런

것들로써정결케할필요가있었으나하늘에있는그

것들은이런것들보다더좋은제물로할지니라 24그

리스도께서는참것의그림자인손으로만든성소에

들어가지아니하시고오직참하늘에들어가사이제

우리를위하여하나님앞에나타나시고 25대제사장이

해마다다른것의피로써성소에들어가는것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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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기를드리려고아니하실지니 26그리하면그가세

상을창조할때부터자주고난을받았어야할것이로

되이제자기를단번에제사로드려죄를없게하시려

고세상끝에나타나셨느니라 (aiōn g165) 27한번죽는것

은사람에게정하신것이요그후에는심판이있으리

니 28이와같이그리스도도많은사람의죄를담당하

시려고단번에드리신바되셨고구원에이르게하기

위하여죄와상관없이자기를바라는자들에게두번

째나타나시리라

10율법은장차오는좋은일의그림자요참형상이

아니므로해마다늘드리는바같은제사로는나아오

는자들을언제든지온전케할수없느니라 2그렇지

아니하면섬기는자들이단번에정결케되어다시죄

를깨닫는일이없으리니어찌드리는일을그치지아

니하였으리요 3그러나이제사들은해마다죄를생각

하게하는것이있나니 4이는황소와염소의피가능

히죄를없이하지못함이라 5그러므로세상에임하실

때에가라사대하나님이제사와예물을원치아니하시

고오직나를위하여한몸을예비하셨도다 6전체로

번제함과속죄제는기뻐하지아니하시나니 7이에내

가말하기를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두루마리책에

나를가리켜기록한것과같이하나님의뜻을행하러

왔나이다하시니라 8위에말씀하시기를제사와예물

과전체로번제함과속죄제는원치도아니하고기뻐하

지도아니하신다하셨고(이는다율법을따라드리는

것이라) 9그후에말씀하시기를보시옵소서내가하나

님의뜻을행하러왔나이다하셨으니그첫것을폐하

심은둘째것을세우려하심이니라 10이뜻을좇아예

수그리스도의몸을단번에드리심으로말미암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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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룩함을얻었노라 11제사장마다매일서서섬기며

자주같은제사를드리되이제사는언제든지죄를없

게하지못하거니와 12오직그리스도는죄를위하여

한영원한제사를드리시고하나님우편에앉으사 13

그후에자기원수들로자기발등상이되게하실때까

지기다리시나니 14저가한제물로거룩하게된자들

을영원히온전케하셨느니라 15또한성령이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주께서가라사대그날후로는저희와

세울언약이이것이라하시고내법을저희마음에두

고저희생각에기록하리라하신후에 17또저희죄와

저희불법을내가다시기억지아니하리라하셨으니

18이것을사하셨은즉다시죄를위하여제사드릴것이

없느니라 19그러므로형제들아우리가예수의피를힘

입어성소에들어갈담력을얻었나니 20그길은우리

를위하여휘장가운데로열어놓으신새롭고산길이

요휘장은곧저의육체니라 21또하나님의집다스리

는큰제사장이계시매 22우리가마음에뿌림을받아

양심의악을깨닫고몸을맑은물로씻었으니참마음

과온전한믿음으로하나님께나아가자 23또약속하신

이는미쁘시니우리가믿는도리의소망을움직이지

않고굳게잡아 24서로돌아보아사랑과선행을격려

하며 25모이기를폐하는어떤사람들의습관과같이

하지말고오직권하여그날이가까움을볼수록더욱

그리하자 26우리가진리를아는지식을받은후짐짓

죄를범한즉다시속죄하는제사가없고 27오직무서

운마음으로심판을기다리는것과대적하는자를소

멸할맹렬한불만있으리라 28모세의법을폐한자도

두세증인을인하여불쌍히여김을받지못하고죽었

거든 29하물며하나님아들을밟고자기를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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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언약의피를부정한것으로여기고은혜의성령을

욕되게하는자의당연히받을형벌이얼마나더중하

겠느냐너희는생각하라 30원수갚는것이내게있으

니내가갚으리라하시고또다시주께서그의백성을

심판하리라말씀하신것을우리가아노니 31살아계신

하나님의손에빠져들어가는것이무서울진저 32전날

에너희가빛을받은후에고난의큰싸움에참은것을

생각하라 33혹비방과환난으로써사람에게구경거리

가되고혹이런형편에있는자들로사귀는자되었으

니 34너희가갇힌자를동정하고너희산업을빼앗기

는것도기쁘게당한것은더낫고영구한산업이있는

줄앎이라 35그러므로너희담대함을버리지말라이

것이큰상을얻느니라 36너희에게인내가필요함은

너희가하나님의뜻을행한후에약속을받기위함이

라 37잠시잠간후면오실이가오시리니지체하지아

니하시리라 38오직나의의인은믿음으로말미암아살

리라또한뒤로물러가면내마음이저를기뻐하지아

니하리라하셨느니라 39우리는뒤로물러가침륜에빠

질자가아니요오직영혼을구원함에이르는믿음을

가진자니라

11믿음은바라는것들의실상이요보지못하는것들

의증거니 2선진들이이로써증거를얻었으니라 3믿

음으로모든세계가하나님의말씀으로지어진줄을

우리가아나니보이는것은나타난것으로말미암아

된것이아니니라 (aiōn g165) 4믿음으로아벨은가인보

다더나은제사를하나님께드림으로의로운자라하

시는증거를얻었으니하나님이그예물에대하여증

거하심이라저가죽었으나그믿음으로써오히려말하

느니라 5믿음으로에녹은죽음을보지않고옮기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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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나님이저를옮기심으로다시보이지아니하니라

저는옮기우기전에하나님을기쁘시게하는자라하

는증거를받았느니라 6믿음이없이는기쁘시게못하

나니하나님께나아가는자는반드시그가계신것과

또한그가자기를찾는자들에게상주시는이심을믿

어야할지니라 7믿음으로노아는아직보지못하는일

에경고하심을받아경외함으로방주를예비하여그

집을구원하였으니이로말미암아세상을정죄하고믿

음을좇는의의후사가되었느니라 8믿음으로아브라

함은부르심을받았을때에순종하여장래기업으로

받을땅에나갈새갈바를알지못하고나갔으며 9믿

음으로저가외방에있는것같이약속하신땅에우거

하여동일한약속을유업으로함께받은이삭과야곱

으로더불어장막에거하였으니 10이는하나님의경영

하시고지으실터가있는성을바랐음이니라 11믿음으

로사라자신도나이늙어단산하였으나잉태하는힘

을얻었으니이는약속하신이를미쁘신줄앎이라 12

이러므로죽은자와방불한한사람으로말미암아하

늘에허다한별과또해변의무수한모래와같이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3이사람들은다믿음을따라죽었으

며약속을받지못하였으되그것들을멀리서보고환

영하며또땅에서는외국인과나그네로라증거하였으

니 14이같이말하는자들은본향찾는것을나타냄이

라 15저희가나온바본향을생각하였더면돌아갈기

회가있었으려니와 16저희가이제는더나은본향을

사모하니곧하늘에있는것이라그러므로하나님이

저희하나님이라일컬음받으심을부끄러워아니하시

고저희를위하여한성을예비하셨느니라 17아브라함

은시험을받을때에믿음으로이삭을드렸으니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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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받은자로되그독생자를드렸느니라 18저에게

이미말씀하시기를네자손이라칭할자는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하셨으니 19저가하나님이능히죽은자

가운데서다시살리실줄로생각한지라비유컨대죽

은자가운데서도로받은것이니라 20믿음으로이삭

은장차오는일에대하여야곱과에서에게축복하였

으며 21믿음으로야곱은죽을때에요셉의각아들에

게축복하고그지팡이머리에의지하여경배하였으며

22믿음으로요셉은임종시에이스라엘자손들의떠날

것을말하고또자기해골을위하여명하였으며 23믿

음으로모세가났을때에그부모가아름다운아이임

을보고석달동안숨겨임금의명령을무서워아니하

였으며 24믿음으로모세는장성하여바로의공주의아

들이라칭함을거절하고 25도리어하나님의백성과함

께고난받기를잠시죄악의낙을누리는것보다더좋

아하고 26그리스도를위하여받는능욕을애굽의모든

보화보다더큰재물로여겼으니이는상주심을바라

봄이라 27믿음으로애굽을떠나임금의노함을무서워

아니하고곧보이지아니하는자를보는것같이하여

참았으며 28믿음으로유월절과피뿌리는예를정하였

으니이는장자를멸하는자로저희를건드리지않게

하려한것이며 29믿음으로저희가홍해를육지같이

건넜으나애굽사람들은이것을시험하다가빠져죽었

으며 30믿음으로칠일동안여리고를두루다니매성

이무너졌으며 31믿음으로기생라합은정탐군을평안

히영접하였으므로순종치아니한자와함께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2내가무슨말을더하리요기드온, 바

락, 삼손, 입다와다윗과사무엘과및선지자들의일을

말하려면내게시간이부족하리로다 33저희가믿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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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라들을이기기도하며의를행하기도하며약속

을받기도하며사자들의입을막기도하며 34불의세

력을멸하기도하며칼날을피하기도하며연약한가

운데서강하게되기도하며전쟁에용맹되어이방사

람들의진을물리치기도하며 35여자들은자기의죽은

자를부활로받기도하며또어떤이들은더좋은부활

을얻고자하여악형을받되구차히면하지아니하였

으며 36또어떤이들은희롱과채찍질뿐아니라결박

과옥에갇히는시험도받았으며 37돌로치는것과톱

으로켜는것과시험과칼에죽는것을당하고양과염

소의가죽을입고유리하여궁핍과환난과학대를받

았으니 38 (이런사람은세상이감당치못하도다) 저희

가광야와산중과암혈과토굴에유리하였느니라 39이

사람들이다믿음으로말미암아증거를받았으나약속

을받지못하였으니 40이는하나님이우리를위하여

더좋은것을예비하셨은즉우리가아니면저희로온

전함을이루지못하게하려하심이니라

12이러므로우리에게구름같이둘러싼허다한증인

들이있으니모든무거운것과얽매이기쉬운죄를벗

어버리고인내로써우리앞에당한경주를경주하며 2

믿음의주요또온전케하시는이인예수를바라보자

저는그앞에있는즐거움을위하여십자가를참으사

부끄러움을개의치아니하시더니하나님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너희가피곤하여낙심치않기위하여

죄인들의이같이자기에게거역한일을참으신자를

생각하라 4너희가죄와싸우되아직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아니하고 5또아들들에게권하는것같이너희

에게권면하신말씀을잊었도다일렀으되내아들아!

주의징계하심을경히여기지말며그에게꾸지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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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때에낙심하지말라 6주께서그사랑하시는자를

징계하시고그의받으시는이들마다채찍질하심이니

라하였으니 7너희가참음은징계를받기위함이라하

나님이아들과같이너희를대우하시나니어찌아비가

징계하지않는아들이있으리요 8징계는다받는것이

거늘너희에게없으면사생자요참아들이아니니라 9

또우리육체의아버지가우리를징계하여도공경하였

거늘하물며모든영의아버지께더욱복종하여살려

하지않겠느냐 10저희는잠시자기의뜻대로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오직하나님은우리의유익을위하여

그의거룩하심에참예케하시느니라 11무릇징계가당

시에는즐거워보이지않고슬퍼보이나후에그로말

미암아연달한자에게는의의평강한열매를맺나니

12그러므로피곤한손과연약한무릎을일으켜세우고

13너희발을위하여곧은길을만들어저는다리로하

여금어그러지지않고고침을받게하라 14모든사람

으로더불어화평함과거룩함을좆으라이것이없이는

아무도주를보지못하리라 15너희는돌아보아하나님

은혜에이르지못하는자가있는가두려워하고또쓴

뿌리가나서괴롭게하고많은사람이이로말미암아

더러움을입을까두려워하고 16음행하는자와혹한

그릇식물을위하여장자의명분을판에서와같이망

령된자가있을까두려워하라 17너희의아는바와같

이저가그후에축복을기업으로받으려고눈물을흘

리며구하되버린바가되어회개할기회를얻지못하

였느니라 18너희의이른곳은만질만한불붙는산과

흑운과흑암과폭풍과 19나팔소리와말하는소리가아

니라그소리를듣는자들은더말씀하지아니하시기

를구하였으니 20이는짐승이라도산에이르거든돌로



히브리서 2211

침을당하리라하신명을저희가견디지못함이라 21

그보이는바가이렇듯이무섭기로모세도이르되내

가심히두렵고떨린다하였으나 22그러나너희가이

른곳은시온산과살아계신하나님의도성인하늘의

예루살렘과천만천사와 23하늘에기록한장자들의총

회와교회와만민의심판자이신하나님과및온전케

된의인의영들과 24새언약의중보이신예수와및아

벨의피보다더낫게말하는뿌린피니라 25너희는삼

가말하신자를거역하지말라땅에서경고하신자를

거역한저희가피하지못하였거든하물며하늘로좇아

경고하신자를배반하는우리일까보냐 26그때에는

그소리가땅을진동하였거니와이제는약속하여가라

사대내가또한번땅만아니라하늘도진동하리라하

셨느니라 27이또한번이라하심은진동치아니하는

것을영존케하기위하여진동할것들곧만든것들의

변동될것을나타내심이니라 28그러므로우리가진동

치못할나라를받았은즉은혜를받자이로말미암아

경건함과두려움으로하나님을기쁘시게섬길지니 29

우리하나님은소멸하는불이심이니라

13형제사랑하기를계속하고 2손님대접하기를잊

지말라이로써부지중에천사들을대접한이들이있

었느니라 3자기도함께갇힌것같이갇힌자를생각하

고자기도몸을가졌은즉학대받는자를생각하라 4

모든사람은혼인을귀히여기고침소를더럽히지않

게하라음행하는자들과간음하는자들을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돈을사랑치말고있는바를족한줄로

알라그가친히말씀하시기를내가과연너희를버리

지아니하고과연너희를떠나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

라 6그러므로우리가담대히가로되주는나를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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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니내가무서워아니하겠노라사람이내게어찌하

리요하노라 7하나님의말씀을너희에게이르고너희

를인도하던자들을생각하며저희행실의종말을주

의하여보고저희믿음을본받으라 8예수그리스도는

어제나오늘이나영원토록동일하시니라 (aiōn g165) 9여

러가지다른교훈에끌리지말라마음은은혜로써굳

게함이아름답고식물로써할것이아니니식물로말

미암아행한자는유익을얻지못하였느니라 10우리에

게제단이있는데그위에있는제물은장막에서섬기

는자들이이제단에서먹을권이없나니 11이는죄를

위한짐승의피는대제사장이가지고성소에들어가고

그육체는영문밖에서불사름이니라 12그러므로예수

도자기피로써백성을거룩케하려고성문밖에서고

난을받느니라 13그런즉우리는그능욕을지고영문

밖으로그에게나아가자 14우리가여기는영구한도성

이없고오직장차올것을찾나니 15이러므로우리가

예수로말미암아항상찬미의제사를하나님께드리자

이는그이름을증거하는입술의열매니라 16오직선

을행함과서로나눠주기를잊지말라이같은제사는

하나님이기뻐하시느니라 17너희를인도하는자들에

게순종하고복종하라저희는너희영혼을위하여경

성하기를자기가회계할자인것같이하느니라저희로

하여금즐거움으로이것을하게하고근심으로하게

말라그렇지않으면너희에게유익이없느니라 18우리

를위하여기도하라우리가모든일에선하게행하려

하므로우리에게선한양심이있는줄을확신하노니

19내가더속히너희에게돌아가기를위하여너희기

도함을더욱원하노라 20양의큰목자이신우리주예

수를영원한언약의피로죽은자가운데서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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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강의하나님이 (aiōnios g166) 21모든선한일에너희

를온전케하사자기뜻을행하게하시고그앞에즐거

운것을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우리속에이루시

기를원하노라영광이그에게세세무궁토록있을지어

다!아멘 (aiōn g165) 22형제들아내가너희를권하노니권

면의말을용납하라내가간단히너희에게썼느니라

23우리형제디모데가놓인것을너희가알라그가속

히오면내가저와함께가서너희를보리라 24너희를

인도하는자와및모든성도에게문안하라이달리야에

서온자들도너희에게문안하느니라 25은혜가너희

모든사람에게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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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1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의종야고보는흩어져

있는열두지파에게문안하노라 2내형제들아! 너희

가여러가지시험을만나거든온전히기쁘게여기라 3

이는너희믿음의시련이인내를만들어내는줄너희

가앎이라 4인내를온전히이루라이는너희로온전하

고구비하여조금도부족함이없게하려함이라 5너희

중에누구든지지혜가부족하거든모든사람에게후히

주시고꾸짖지아니하시는하나님께구하라그리하면

주시리라 6오직믿음으로구하고조금도의심하지말

라의심하는자는마치바람에밀려요동하는바다물

결같으니 7이런사람은무엇이든지주께얻기를생각

하지말라 8두마음을품어모든일에정함이없는자

로다 9낮은형제는자기의높음을자랑하고 10부한형

제는자기의낮아짐을자랑할지니이는풀의꽃과같

이지나감이라 11해가돋고뜨거운바람이불어풀을

말리우면꽃이떨어져그모양의아름다움이없어지나

니부한자도그행하는일에이와같이쇠잔하리라 12

시험을참는자는복이있도다이것이옳다인정하심

을받은후에주께서자기를사랑하는자들에게약속

하신생명의면류관을얻을것임이니라 13사람이시험

을받을때에내가하나님께시험을받는다하지말지

니하나님은악에게시험을받지도아니하시고친히

아무도시험하지아니하시느니라 14오직각사람이시

험을받는것은자기욕심에끌려미혹됨이니 15욕심

이잉태한즉죄를낳고죄가장성한즉사망을낳느니

라 16내사랑하는형제들아속지말라 17각양좋은은

사와온전한선물이다위로부터빛들의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그는변함도없으시고회전하는그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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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시니라 18그가그조물중에우리로한첫열매가

되게하시려고자기의뜻을좇아진리의말씀으로우

리를낳으셨느니라 19내사랑하는형제들아너희가알

거니와사람마다듣기는속히하고말하기는더디하

며성내기도더디하라 20사람의성내는것이하나님의

의를이루지못함이니라 21그러므로모든더러운것과

넘치는악을내어버리고능히너희영혼을구원할바

마음에심긴도를온유함으로받으라 22너희는도를

행하는자가되고듣기만하여자신을속이는자가되

지말라 23누구든지도를행하지아니하면그는거울

로자기의얼굴을보는사람과같으니 24제자신을보

고가서그모양이어떠한것을곧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하게하는온전한율법을들여다보고있는자는

듣고잊어버리는자가아니요실행하는자니이사람

이그행하는일에복을받으리라 26누구든지스스로

경건하다생각하며자기혀를재갈먹이지아니하고

자기마음을속이면이사람의경건은헛것이라 27하

나님아버지앞에서정결하고더러움이없는경건은

곧고아와과부를그환난중에돌아보고또자기를지

켜세속에물들지아니하는이것이니라

2내형제들아영광의주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를

믿는믿음을너희가받았으니사람을외모로취하지

말라 2만일너희회당에금가락지를끼고아름다운옷

을입은사람이들어오고또더러운옷을입은가난한

사람이들어올때에 3너희가아름다운옷을입은자를

돌아보아가로되여기좋은자리에앉으소서하고또

가난한자에게이르되너는거기섰든지내발등상아

래에앉으라하면 4너희끼리서로구별하며악한생각

으로판단하는자가되는것이아니냐 5내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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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아들을지어다하나님이세상에대하여는가난

한자를택하사믿음에부요하게하시고또자기를사

랑하는자들에게약속하신나라를유업으로받게아니

하셨느냐 6너희는도리어가난한자를괄시하였도다

부자는너희를압제하며법정으로끌고가지아니하느

냐? 7저희는너희에게대하여일컫는바그아름다운

이름을훼방하지아니하느냐? 8너희가만일경에기록

한대로네이웃사랑하기를네몸과같이하라하신최

고한법을지키면잘하는것이거니와 9만일너희가외

모로사람을취하면죄를짓는것이니율법이너희를

범죄자로정하리라 10누구든지온율법을지키다가그

하나에거치면모두범한자가되나니 11간음하지말라

하신이가또한살인하지말라하셨은즉네가비록간

음하지아니하여도살인하면율법을범한자가되느니

라 12너희는자유의율법대로심판받을자처럼말도

하고행하기도하라 13긍휼을행하지아니하는자에게

는긍휼없는심판이있으리라긍휼은심판을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내형제들아! 만일사람이믿음이있

노라하고행함이없으면무슨이익이있으리요그믿

음이능히자기를구원하겠느냐 15만일형제나자매가

헐벗고일용할양식이없는데 16너희중에누구든지

그에게이르되평안히가라, 더웁게하라, 배부르게하

라하며그몸에쓸것을주지아니하면무슨이익이있

으리요 17이와같이행함이없는믿음은그자체가죽

은것이라 18혹이가로되너는믿음이있고나는행함

이있으니행함이없는네믿음을내게보이라나는행

함으로내믿음을네게보이리라 19네가하나님은한

분이신줄을믿느냐?잘하는도다귀신들도믿고떠느

니라 20아아, 허탄한사람아! 행함이없는믿음이헛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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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줄알고자하느냐? 21우리조상아브라함이그아들

이삭을제단에드릴때에행함으로의롭다하심을받

은것이아니냐? 22네가보거니와믿음이그의행함과

함께일하고행함으로믿음이온전케되었느니라 23이

에경에이른바아브라함이하나님을믿으니이것을

의로여기셨다는말씀이응하였고그는하나님의벗이

라칭함을받았나니 24이로보건대사람이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받고믿음으로만아니니라 25또이와

같이기생라합이사자를접대하여다른길로나가게

할때에행함으로의롭다하심을받은것이아니냐? 26

영혼없는몸이죽은것같이행함이없는믿음은죽은

것이니라

3내형제들아! 너희는선생된우리가더큰심판을받

을줄을알고선생이되지말라 2우리가다실수가많

으니만일말에실수가없는자면곧온전한사람이라

능히온몸에굴레씌우리라 3우리가말을순종케하

려고그입에재갈먹여온몸을어거하며 4또배를보

라그렇게크고광풍에밀려가는것들을지극히작은

키로사공의뜻대로운전하나니 5이와같이혀도작은

지체로되큰것을자랑하도다보라어떻게작은불이

어떻게많은나무를태우는가 6혀는곧불이요불의의

세계라혀는우리지체중에서온몸을더럽히고생의

바퀴를불사르나니그사르는것이지옥불에서나느

니라 (Geenna g1067) 7여러종류의짐승과새며벌레와해

물은다길들므로사람에게길들었거니와 8혀는능히

길들일사람이없나니쉬지아니하는악이요죽이는

독이가득한것이라 9이것으로우리가주아버지를찬

송하고또이것으로하나님의형상대로지음을받은

사람을저주하나니 10한입으로찬송과저주가나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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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내형제들아! 이것이마땅치아니하니라 11샘이한

구멍으로어찌단물과쓴물을내겠느뇨 12내형제들

아어찌무화과나무가감람열매를,포도나무가무화

과를맺겠느뇨이와같이짠물이단물을내지못하느

니라 13너희중에지혜와총명이있는자가누구뇨그

는선행으로말미암아지혜의온유함으로그행함을

보일지니라 14그러나너희마음속에독한시기와다

툼이있으면자랑하지말라진리를거스려거짓하지

말라 15이러한지혜는위로부터내려온것이아니요

세상적이요정욕적이요마귀적이니 16시기와다툼이

있는곳에는요란과모든악한일이있음이니라 17오

직위로부터난지혜는첫째성결하고다음에화평하

고관용하고양순하며긍휼과선한열매가가득하고

편벽과거짓이없나니 18화평케하는자들은화평으로

심어의의열매를거두느니라

4너희중에싸움이어디로, 다툼이어디로좇아나느

뇨너희지체중에서싸우는정욕으로좇아난것이아

니냐 2너희가욕심을내어도얻지못하고살인하고시

기하여도능히취하지못하나니너희가다투고싸우는

도다너희가얻지못함은구하지아니함이요 3구하여

도받지못함은정욕으로쓰려고잘못구함이니라 4간

음하는여자들이여! 세상에벗된것이하나님의원수

임을알지못하느뇨그런즉누구든지세상과벗이되

고자하는자는스스로하나님과원수되게하는것이

니라 5너희가하나님이우리속에거하게하신성령이

시기하기까지사모한다하신말씀을헛된줄로생각하

느뇨 6그러나더욱큰은혜를주시나니그러므로일렀

으되하나님이교만한자를물리치시고겸손한자에게

은혜를주신다하였느니라 7그런즉너희는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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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할지어다마귀를대적하라그리하면너희를피하

리라 8하나님을가까이하라! 그리하면너희를가까이

하시리라죄인들아손을깨끗이하라두마음을품은

자들아! 마음을성결케하라 9슬퍼하며애통하며울지

어다너희웃음을애통으로,너희즐거움을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주앞에서낮추라그리하면주께서너희

를높이시리라 11형제들아! 피차에비방하지말라형

제를비방하는자나형제를판단하는자는곧율법을

비방하고율법을판단하는것이라네가만일율법을

판단하면율법의준행자가아니요재판자로다 12입법

자와재판자는오직하나이시니능히구원하기도하시

며멸하기도하시느니라너는누구관대이웃을판단하

느냐 13들으라너희중에말하기를오늘이나내일이나

우리가아무도시에가서거기서일년을유하며장사

하여보리라하는자들아 14내일일을너희가알지못

하는도다너희생명이무엇이뇨너희는잠간보이다가

없어지는안개니라 15너희가도리어말하기를주의뜻

이면우리가살기도하고이것을하리라할것이거늘

16이제너희가허탄한자랑을자랑하니이러한자랑은

다악한것이라 17이러므로사람이선을행할줄알고

도행치아니하면죄니라

5들으라부한자들아너희에게임할고생을인하여

울고통곡하라 2너희재물은썩었고너희옷은좀먹

었으며 3너희금과은은녹이슬었으니이녹이너희

에게증거가되며불같이너희살을먹으리라너희가

말세에재물을쌓았도다 4보라너희밭에추수한품군

에게주지아니한삯이소리지르며추수한자의우는

소리가만군의주의귀에들렸느니라 5너희가땅에서

사치하고연락하여도살의날에너희마음을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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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도다 6너희가옳은자를정죄하였도다또죽였도

다그는너희에게대항하지아니하였느니라 7그러므

로형제들아주의강림하시기까지길이참으라보라

농부가땅에서나는귀한열매를바라고길이참아이

른비와늦은비를기다리나니 8너희도길이참고마

음을굳게하라주의강림이가까우니라 9형제들아!

서로원망하지말라그리하여야심판을면하리라보라

심판자가문밖에서계시니라 10형제들아! 주의이름

으로말한선지자들로고난과오래참음의본을삼으

라 11보라, 인내하는자를우리가복되다하나니너희

가욥의인내를들었고주께서주신결말을보았거니

와주는가장자비하시고긍휼히여기는자시니라 12

내형제들아! 무엇보다도맹세하지말지니하늘로나

땅으로나아무다른것으로도맹세하지말고오직너

희의그렇다하는것은그렇다하고아니라하는것은

아니라하여죄정함을면하라 13너희중에고난당하

는자가있느냐?저는기도할것이요즐거워하는자가

있느냐? 저는찬송할지니라 14너희중에병든자가있

느냐?저는교회의장로들을청할것이요그들은주의

이름으로기름을바르며위하여기도할지니라 15믿음

의기도는병든자를구원하리니주께서저를일으키

시리라혹시죄를범하였을지라도사하심을얻으리라

16이러므로너희죄를서로고하며병낫기를위하여

서로기도하라의인의간구는역사하는힘이많으니라

17엘리야는우리와성정이같은사람이로되저가비

오지않기를간절히기도한즉삼년육개월동안땅에

비가아니오고 18디시기도한즉하늘이비를주고땅

이열매를내었느니라 19내형제들아! 너희중에미혹

하여진리를떠난자를누가돌아서게하면 20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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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것은죄인을미혹한길에서돌아서게하는자가그

영혼을사망에서구원하며허다한죄를덮을것이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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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1예수그리스도의사도베드로는본도,갈라디아,갑

바도기아, 아시아와비두니아에흩어진나그네 2곧하

나님아버지의미리아심을따라성령의거룩하게하

심으로순종함과예수그리스도의피뿌림을얻기위

하여택하심을입은자들에게편지하노니은혜와평강

이너희에게더욱많을찌어다 3찬송하리로다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하나님이그많으신긍휼대로

예수그리스도의죽은자가운데서부활하심으로말미

암아우리를거듭나게하사산소망이있게하시며 4

썩지않고더럽지않고쇠하지아니하는기업을잇게

하시나니곧너희를위하여하늘에간직하신것이라 5

너희가말세에나타내기로예비하신구원을얻기위하

여믿음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능력으로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그러므로너희가이제여러가지시험을인

하여잠간근심하게되지않을수없었으나오히려크

게기뻐하도다 7너희믿음의시련이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금보다더귀하여예수그리스도의나타나실

때에칭찬과영광과존귀를얻게하려함이라 8예수를

너희가보지못하였으나사랑하는도다이제도보지못

하나믿고말할수없는영광스러운즐거움으로기뻐

하니 9믿음의결국곧영혼의구원을받음이라 10이

구원에대하여는너희에게임할은혜를예언하던선지

자들이연구하고부지런히살펴서 11자기속에계신

그리스도의영이그받으실고난과후에얻으실영광

을미리증거하여어느시, 어떠한때를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이섬긴바가자기를위한것이아니요

너희를위한것임이계시로알게되었으니이것은하

늘로부터보내신성령을힘입어복음을전하는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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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너희에게고한것이요천사들도살펴보기를원하

는것이니라 13그러므로너희마음의허리를동이고

근신하여예수그리스도의나타나실때에너희에게가

져올은혜를온전히바랄찌어다 14너희가순종하는자

식처럼이전알지못할때에좇던너희사욕을본삼지

말고 15오직너희를부르신거룩한자처럼너희도모

든행실에거룩한자가되라 16기록하였으되내가거

룩하니너희도거룩할찌어다하셨느니라 17외모로보

시지않고각사람의행위대로판단하시는자를너희

가아버지라부른즉너희의나그네로있을때를두려

움으로지내라 18너희가알거니와너희조상의유전한

망령된행실에서구속된것은은이나금같이없어질

것으로한것이아니요 19오직흠없고점없는어린양

같은그리스도의보배로운피로한것이니라 20그는

창세전부터미리알리신바된자나이말세에너희를

위하여나타내신바되었으니 21너희는저를죽은자

가운데서살리시고영광을주신하나님을그리스도로

말미암아믿는자니너희믿음과소망이하나님께있

게하셨느니라 22너희가진리를순종함으로너희영혼

을깨끗하게하여거짓이없이형제를사랑하기에이

르렀으니마음으로뜨겁게피차사랑하라 23너희가거

듭난것이썩어질씨로된것이아니요썩지아니할씨

로된것이니하나님의살아있고항상있는말씀으로

되었느니라 (aiōn g165) 24그러므로모든육체는풀과같

고그모든영광이풀의꽃과같으니풀은마르고꽃은

떨어지되 25오직주의말씀은세세토록있도다하였으

니너희에게전한복음이곧이말씀이니라 (aiōn g165)

2그러므로모든악독과모든궤휼과외식과시기와

모든비방하는말을버리고 2갓난아이들같이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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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령한젖을사모하라이는이로말미암아너희로

구원에이르도록자라게하려함이라 3너희가주의인

자하심을맛보았으면그리하라 4사람에게는버린바

가되었으나하나님께는택하심을입은보배로운산

돌이신예수에게나아와 5너희도산돌같이신령한집

으로세워지고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나님이기

쁘게받으실신령한제사를드릴거룩한제사장이될

찌니라 6경에기록하였으되보라내가택한보배롭고

요긴한모퉁이돌을시온에두노니저를믿는자는부

끄러움을당치아니하리라하였으니 7그러므로믿는

너희에게는보배이나믿지아니하는자에게는건축자

들의버린그돌이모퉁이의머릿돌이되고 8또한부

딪히는돌과거치는반석이되었다하니라저희가말

씀을순종치아니하므로넘어지나니이는저희를이렇

게정하신것이라 9오직너희는택하신족속이요왕같

은제사장들이요거룩한나라요그의소유된백성이니

이는너희를어두운데서불러내어그의기이한빛에

들어가게하신자의아름다운덕을선전하게하려하

심이라 10너희가전에는백성이아니더니이제는하나

님의백성이요전에는긍휼을얻지못하였더니이제는

긍휼을얻은자니라 11사랑하는자들아나그네와행인

같은너희를권하노니영혼을거스려싸우는육체의

정욕을제어하라 12너희가이방인중에서행실을선하

게가져너희를악행한다고비방하는자들로하여금

너희선한일을보고권고하시는날에하나님께영광

을돌리게하려함이라 13인간에세운모든제도를주

를위하여순복하되혹은위에있는왕이나 14혹은악

행하는자를징벌하고선행하는자를포장하기위하여

그의보낸방백에게하라 15곧선행으로어리석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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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무식한말을막으시는것이라 16자유하나그

자유로악을가리우는데쓰지말고오직하나님의종

과같이하라 17뭇사람을공경하며형제를사랑하며

하나님을두려워하며왕을공경하라 18사환들아범사

에두려워함으로주인들에게순복하되선하고관용하

는자들에게만아니라또한까다로운자들에게도그리

하라 19애매히고난을받아도하나님을생각함으로슬

픔을참으면이는아름다우나 20죄가있어매를맞고

참으면무슨칭찬이있으리요오직선을행함으로고

난을받고참으면이는하나님앞에아름다우니라 21

이를위하여너희가부르심을입었으니그리스도도너

희를위하여고난을받으사너희에게본을끼쳐그자

취를따라오게하려하셨느니라 22저는죄를범치아

니하시고그입에궤사도없으시며 23욕을받으시되

대신욕하지아니하시고고난을받으시되위협하지아

니하시고오직공의로심판하시는자에게부탁하시며

3아내된자들아이와같이자기남편에게순복하라

이는혹도를순종치않는자라도말로말미암지않고

그아내의행위로말미암아구원을얻게하려함이니 2

너희의두려워하며정결한행위를봄이라 3너희단장

은머리를꾸미고금을차고아름다운옷을입는외모

로하지말고 4오직마음에숨은사람을온유하고안

정한심령의썩지아니할것으로하라이는하나님앞

에값진것이니라 5전에하나님께소망을두었던거룩

한부녀들도이와같이자기남편에게순복함으로자

기를단장하였나니 6사라가아브라함을주라칭하여

복종한것같이너희가선을행하고아무두려운일에

도놀라지아니함으로그의딸이되었느니라 7남편된

자들아이와같이지식을따라너희아내와동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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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더연약한그릇이요또생명의은혜를유업으로

함께받을자로알아귀히여기라이는너희기도가막

히지아니하게하려함이라 8마지막으로말하노니너

희가다마음을같이하여체휼하며형제를사랑하며

불쌍히여기며겸손하며 9악을악으로,욕을욕으로

갚지말고도리어복을빌라이를위하여너희가부르

심을입었으니이는복을유업으로받게하려하심이라

10그러므로생명을사랑하고좋은날보기를원하는

자는혀를금하여악한말을그치며그입술로궤휼을

말하지말고 11악에서떠나선을행하고화평을구하

여이를좇으라 12주의눈은의인을향하시고그의귀

는저의간구에기울이시되주의낯은악행하는자들

을향하시느니라하였느니라 13또너희가열심으로선

을행하면누가너희를해하리요 14그러나의를위하

여고난을받으면복있는자니저희의두려워함을두

려워말며소동치말고 15너희마음에그리스도를주

로삼아거룩하게하고너희속에있는소망에관한이

유를묻는자에게는대답할것을항상예비하되온유

와두려움으로하고 16선한양심을가지라이는그리

스도안에있는너희의선행을욕하는자들로그비방

하는일에부끄러움을당하게하려함이라 17선을행

함으로고난받는것이하나님의뜻일찐대악을행함

으로고난받는것보다나으니라 18그리스도께서도한

번죄를위하여죽으사의인으로서불의한자를대신

하셨으니이는우리를하나님앞으로인도하려하심이

라육체로는죽임을당하시고영으로는살리심을받으

셨으니 19저가또한영으로옥에있는영들에게전파

하시니라 20그들은전에노아의날방주예비할동안

하나님이오래참고기다리실때에순종치아니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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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라방주에서물로말미암아구원을얻은자가

몇명뿐이니겨우여덟명이라

4그리스도께서이미육체의고난을받으셨으니너희

도같은마음으로갑옷을삼으라이는육체의고난을

받은자가죄를그쳤음이니 2그후로는다시사람의

정욕을좇지않고오직하나님의뜻을좇아육체의남

은때를살게하려함이라 3너희가음란과정욕과술

취함과방탕과연락과무법한우상숭배를하여이방

인의뜻을좇아행한것이지나간때가족하도다 4이

러므로너희가저희와함께그런극한방탕에달음질

하지아니하는것을저희가이상히여겨비방하나 5저

희가산자와죽은자심판하기를예비하신자에게직

고하리라 6이를위하여죽은자들에게도복음이전파

되었으니이는육체로는사람처럼심판을받으나영으

로는하나님처럼살게하려함이니라 7만물의마지막

이가까왔으니그러므로너희는정신을차리고근신하

여기도하라 8무엇보다도열심으로서로사랑할찌니

사랑은허다한죄를덮느니라 9서로대접하기를원망

없이하고 10각각은사를받은대로하나님의각양은

혜를맡은선한청지기같이서로봉사하라 11만일누

가말하려면하나님의말씀을하는것같이하고누가

봉사하려면하나님의공급하시는힘으로하는것같이

하라이는범사에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나님이

영광을받으시게하려함이니그에게영광과권능이

세세에무궁토록있느니라아멘 (aiōn g165) 12사랑하는

자들아너희를시련하려고오는불시험을이상한일

당하는것같이이상히여기지말고 13오직너희가그

리스도의고난에참예하는것으로즐거워하라이는그

의영광을나타내실때에너희로즐거워하고기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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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함이라 14너희가그리스도의이름으로욕을받으

면복있는자로다영광의영곧하나님의영이너희위

에계심이라 15너희중에누구든지살인이나도적질이

나악행이나남의일을간섭하는자로고난을받지말

려니와 16만일그리스도인으로고난을받은즉부끄러

워말고도리어그이름으로하나님께영광을돌리라

17하나님집에서심판을시작할때가되었나니만일

우리에게먼저하면하나님의복음을순종치아니하는

자들의그마지막이어떠하며 18또의인이겨우구원

을얻으면경건치아니한자와죄인이어디서리요 19

그러므로하나님의뜻대로고난을받는자들은또한

선을행하는가운데그영혼을미쁘신조물주께부탁

할찌어다

5너희중장로들에게권하노니나는함께장로된자

요그리스도의고난의증인이요나타날영광에참예할

자로라 2너희중에있는하나님의양무리를치되부

득이함으로하지말고오직하나님의뜻을좇아자원

함으로하며더러운이를위하여하지말고오직즐거

운뜻으로하며 3맡기운자들에게주장하는자세를하

지말고오직양무리의본이되라 4그리하면목자장

이나타나실때에시들지아니하는영광의면류관을

얻으리라 5젊은자들아이와같이장로들에게순복하

고다서로겸손으로허리를동이라하나님이교만한

자를대적하시되겸손한자들에게는은혜를주시느니

라 6그러므로하나님의능하신손아래서겸손하라때

가되면너희를높이시리라 7너희염려를다주께맡

겨버리라이는저가너희를권고하심이니라 8근신하

라깨어라너희대적마귀가우는사자같이두루다니

며삼킬자를찾나니 9너희는믿음을굳게하여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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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하라이는세상에있는너희형제들도동일한고

난을당하는줄을앎이니라 10모든은혜의하나님곧

그리스도안에서너희를부르사자기의영원한영광에

들어가게하신이가잠간고난을받은너희를친히온

전케하시며굳게하시며강하게하시며터를견고케

하시리라 (aiōnios g166) 11권력이세세무궁토록그에게

있을찌어다아멘 (aiōn g165) 12내가신실한형제로아는

실루아노로말미암아너희에게간단히써서권하고이

것이하나님의참된은혜임을증거하노니너희는이

은혜에굳게서라 13함께택하심을받은바벨론에있

는교회가너희에게문안하고내아들마가도그리하느

니라 14너희는사랑의입맞춤으로피차문안하라그리

스도안에있는너희모든이에게평강이있을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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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1예수그리스도의종과사도인시몬베드로는우리

하나님과구주예수그리스도의의를힘입어동일하게

보배로운믿음을우리와같이받은자들에게편지하노

니 2하나님과우리주예수를앎으로은혜와평강이

너희에게더욱많을지어다 3그의신기한능력으로생

명과경건에속한모든것을우리에게주셨으니이는

자기의영광과덕으로써우리를부르신자를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이로써그보배롭고지극히큰약속을

우리에게주사이약속으로말미암아너희로정욕을

인하여세상에서썩어질것을피하여신의성품에참

예하는자가되게하려하셨으니 5이러므로너희가더

욱힘써너희믿음에덕을, 덕에지식을, 6지식에절제

를절제에, 인내를, 인내에경건을, 7경건에형제우애

를,형제우애에사랑을공급하라 8이런것이너희에

게있어흡족한즉너희로우리주예수그리스도를알

기에게으르지않고열매없는자가되지않게하려니

와 9이런것이없는자는소경이라원시치못하고그

의옛죄를깨끗케하심을잊었느니라 10그러므로형

제들아!더욱힘써너희부르심과택하심을굳게하라

너희가이것을행한즉언제든지실족지아니하리라 11

이같이하면우리주곧구주예수그리스도의영원

한나라에들어감을넉넉히너희에게주시리라 (aiōnios

g166) 12이러므로너희가이것을알고이미있는진리에

섰으나내가항상너희로생각하게하려하노라 13내

가이장막에있을동안에너희를일깨워생각하게함

이옳은줄로여기노니 14이는우리주예수그리스도

께서내게지시하신것같이나도이장막을벗어날것

이임박한줄을앎이라 15내가힘써너희로하여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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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떠난후에라도필요할때는이런것을생각나게하

려하노라 16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능력과강림하

심을너희에게알게한것이공교히만든이야기를좇

은것이아니요우리는그의크신위엄을친히본자라

17지극히큰영광중에서이러한소리가그에게나기

를이는내사랑하는아들이요내기뻐하는자라하실

때에저가하나님아버지께존귀와영광을받으셨느니

라 18이소리는우리가저와함께거룩한산에있을때

에하늘로서나옴을들은것이라 19또우리에게더확

실한예언이있어어두운데비취는등불과같으니날

이새어샛별이너희마음에떠오르기까지너희가이

것을주의하는것이가하니라 20먼저알것은경의모

든예언은사사로이풀것이아니니 21예언은언제든

지사람의뜻으로낸것이아니요오직성령의감동하

심을입은사람들이하나님께받아말한것임이니라

2그러나민간에또한거짓선지자들이일어났었나니

이와같이너희중에도거짓선생들이있으리라저희

는멸망케할이단을가만히끌어들여자기들을사신

주를부인하고임박한멸망을스스로취하는자들이라

2여럿이저희호색하는것을좇으리니이로인하여진

리의도가훼방을받을것이요 3저희가탐심을인하여

지은말을가지고너희로이를삼으니저희심판은옛

적부터지체하지아니하며저희멸망은자지아니하느

니라 4하나님이범죄한천사들을용서치아니하시고

지옥에던져어두운구덩이에두어심판때까지지키

게하셨으며 (Tartaroō g5020) 5옛세상을용서치아니하시

고오직의를전파하는노아와그일곱식구를보존하

시고경건치아니한자들의세상에홍수를내리셨으며

6소돔과고모라성을멸망하기로정하여재가되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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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세에경건치아니할자들에게본을삼으셨으며 7

무법한자의음란한행실을인하여고통하는의로운

롯을건지셨으니 8 (이 의인이저희중에거하여날마

다저불법한행실을보고들음으로그의로운심령을

상하니라) 9주께서경건한자는시험에서건지시고불

의한자는형벌아래두어심판날까지지키시며 10육

체를따라더러운정욕가운데서행하며주관하는이

를멸시하는자들에게특별히형벌하실줄을아시느니

라이들은담대하고고집하여떨지않고영광있는자

를훼방하거니와 11더큰힘과능력을가진천사들이

라도주앞에서저희를거스려훼방하는송사를하지

아니하느니라 12그러나이사람들은본래잡혀죽기

위하여난이성없는짐승같아서그알지못한것을훼

방하고저희멸망가운데서멸망을당하며 13불의의

값으로불의를당하며낮에연락을기쁘게여기는자

들이니점과흠이라너희와함께연회할때에저희간

사한가운데연락하며 14음심이가득한눈을가지고

범죄하기를쉬지아니하고굳세지못한영혼들을유혹

하며탐욕에연단된마음을가진자들이니저주의자

식이라 15저희가바른길을떠나미혹하여브올의아

들발람의길을좇는도다그는불의의삯을사랑하다

가 16자기의불법을인하여책망을받되말못하는나

귀가사람의소리로말하여이선지자의미친것을금

지하였느니라 17이사람들은물없는샘이요광풍에

밀려가는안개니저희를위하여캄캄한어두움이예

비되어있나니 18저희가허탄한자랑의말을토하여

미혹한데행하는사람들에게서겨우피한자들을음

란으로써육체의정욕중에서유혹하여 19저희에게자

유를준다하여도자기는멸망의종들이니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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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는이긴자의종이됨이니라 20만일저희가우리

주되신구주예수그리스도를앎으로세상의더러움

을피한후에다시그중에얽매이고지면그나중형편

이처음보다더심하리니 21의의도를안후에받은거

룩한명령을저버리는것보다알지못하는것이도리

어저희에게나으니라 22참속담에이르기를개가그

토하였던것에돌아가고돼지가씻었다가더러운구덩

이에도로누웠다하는말이저희에게응하였도다

3사랑하는자들아내가이제이둘째편지를너희에

게쓰노니이둘로너희진실한마음을일깨워생각하

게향하여 2곧거룩한선지자의예언한말씀과주되

신구주께서너희의사도들로말미암아명하신것을

기억하게하려하노라 3먼저이것을알지니말세에기

롱하는자들이와서자기의정욕을좇아행하며기롱

하여 4가로되주의강림하신다는약속이어디있느뇨

조상들이잔후로부터만물이처음창조할때와같이

그냥있다하니 5이는하늘이옛적부터있는것과땅

이물에서나와물로성립한것도하나님의말씀으로

된것을저희가잊으려함이로다 6이로말미암아그때

세상은물의넘침으로멸망하였으되 7이제하늘과땅

은그동일한말씀으로불사르기위하여간수하신바

되어경건치아니한사람들의심판과멸망의날까지

보존하여두신것이니라 8사랑하는자들아! 주께는하

루가천년같고천년이하루같은이한가지를잊지말

라 9주의약속은어떤이의더디다고생각하는것같이

더딘것이아니라오직너희를대하여오래참으사아

무도멸망치않고다회개하기에이르기를원하시느니

라 10그러나주의날이도적같이오리니그날에는하

늘이큰소리로떠나가고체질이뜨거운불에풀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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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땅과그중에있는모든일이드러나리로다 11이모

든것이이렇게풀어지리니너희가어떠한사람이되

어야마땅하뇨거룩한행실과경건함으로 12하나님의

날이임하기를바라보고간절히사모하라그날에하

늘이불에타서풀어지고체질이뜨거운불에녹아지

려니와 13우리는그의약속대로의의거하는바새하

늘과새땅을바라보도다 14그러므로사랑하는자들아

! 너희가이것을바라보나니주앞에서점도없고흠도

없이평강가운데서나타나기를힘쓰라 15또우리주

의오래참으심이구원이될줄로여기라우리사랑하

는형제바울도그받은지혜대로너희에게이같이썼

고 16또그모든편지에도이런일에관하여말하였으

되그중에알기어려운것이더러있으니무식한자들

과굳세지못한자들이다른성경과같이그것도억지

로풀다가스스로멸망에이르느니라 17그러므로사랑

하는자들아!너희가이것을미리알았은즉무법한자

들의미혹에이끌려너희굳센데서떨어질까삼가라

18오직우리주곧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저를

아는지식에서자라가라영광이이제와영원한날까지

저에게있을지어다 (aiōn g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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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서
1태초부터있는생명의말씀에관하여는우리가들은

바요눈으로본바요주목하고우리손으로만진바라

2이생명이나타내신바된지라이영원한생명을우리

가보았고증거하여너희에게전하노니이는아버지와

함께계시다가우리에게나타내신바된자니라 (aiōnios

g166) 3우리가보고들은바를너희에게도전함은너희

로우리와사귐이있게하려함이니우리의사귐은아

버지와그아들예수그리스도와함께함이라 4우리가

이것을씀은우리의기쁨이충만케하려함이로라 5우

리가저에게서듣고너희에게전하는소식이이것이니

곧하나님은빛이시라그에게는어두움이조금도없으

시니라 6만일우리가하나님과사귐이있다하고어두

운가운데행하면거짓말을하고진리를행치아니함

이거니와 7저가빛가운데계신것같이우리도빛가

운데행하면우리가서로사귐이있고그아들예수의

피가우리를모든죄에서깨끗하게하실것이요 8만일

우리가죄없다하면스스로속이고또진리가우리속

에있지아니할것이요 9만일우리가우리죄를자백

하면저는미쁘시고의로우사우리죄를사하시며모

든불의에서우리를깨끗케하실것이요 10만일우리

가범죄하지아니하였다하면하나님을거짓말하는자

로만드는것이니또한그의말씀이우리속에있지아

니하니라

2나의자녀들아! 내가이것을너희에게씀은너희로

죄를범치않게하려함이라만일누가죄를범하면아

버지앞에서우리에게대언자가있으니곧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시라 2저는우리죄를위한화목제물이

니우리만위할뿐아니요온세상의죄를위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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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가그의계명을지키면이로써우리가저를아는

줄로알것이요 4저를아노라하고그의계명을지키

지아니하는자는거짓말하는자요진리가그속에있

지아니하되 5누구든지그의말씀을지키는자는하나

님의사랑이참으로그속에서온전케되었나니이로

써우리가저안에있는줄을아노라 6저안에거한다

하는자는그의행하시는대로자기도행할지니라 7사

랑하는자들아! 내가새계명을너희에게쓰는것이아

니라너희가처음부터가진옛계명이니이옛계명은

너희의들은바이거니와 8다시내가너희에게새계

명을쓰노니저에게와너희에게도참된것이라이는

어두움이지나가고참빛이벌써비췸이니라 9빛가운

데있다하며그형제를미워하는자는지금까지어두

운가운데있는자요 10그의형제를사랑하는자는빛

가운데거하여자기속에거리낌이없으나 11그의형제

를미워하는자는어두운가운데있고또어두운가운

데행하며갈곳을알지못하나니이는어두움이그의

눈을멀게하였음이니라 12자녀들아! 내가너희에게

쓰는것은너희죄가그의이름으로말미암아사함을

얻음이요 13아비들아! 내가너희에게쓰는것은너희

가태초부터계신이를앎이요청년들아내가너희에

게쓰는것은너희가악한자를이기었음이니라 14아

이들아!내가너희에게쓴것은너희가아버지를알았

음이요아비들아내가너희에게쓴것은너희가태초

부터계신이를알았음이요청년들아내가너희에게

쓴것은너희가강하고하나님의말씀이너희속에거

하시고너희가흉악한자를이기었음이라 15이세상이

나세상에있는것들을사랑치말라누구든지세상을

사랑하면아버지의사랑이그속에있지아니하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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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세상에있는모든것이육신의정욕과안목의정

욕과이생의자랑이니다아버지께로좇아온것이아

니요세상으로좇아온것이라 17이세상도그정욕도

지나가되오직하나님의뜻을행하는이는영원히거

하느니라 (aiōn g165) 18아이들아이것이마지막때라적

그리스도가이르겠다함을너희가들은것과같이지

금도많은적그리스도가일어났으니이러므로우리가

마지막때인줄아노라 19저희가우리에게서나갔으나

우리에게속하지아니하였나니만일우리에게속하였

더면우리와함께거하였으려니와저희가나간것은

다우리에게속하지아니함을나타내려함이니라 20너

희는거룩하신자에게서기름부음을받고모든것을

아느니라 21내가너희에게쓴것은너희가진리를알

지못함을인함이아니라너희가앎을인함이요또모

든거짓은진리에서나지않음을인함이니라 22거짓말

하는자가누구뇨?예수께서그리스도이심을부인하는

자가아니뇨아버지와아들을부인하는그가적그리스

도니 23아들을부인하는자에게는또한아버지가없으

되아들을시인하는자에게는아버지도있느니라 24너

희는처음부터들은것을너희안에거하게하라처음

부터들은것이너희안에거하면너희가아들의안과

아버지의안에거하리라 25그가우리에게약속하신약

속이이것이니곧영원한생명이니라 (aiōnios g166) 26너

희를미혹케하는자들에관하여내가이것을너희에

게썼노라 27너희는주께받은바기름부음이너희안

에거하나니아무도너희를가르칠필요가없고오직

그의기름부음이모든것을너희에게가르치며또참

되고거짓이없으니너희를가르치신그대로주안에

거하라 28자녀들아이제그안에거하라이는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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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신바되면그의강림하실때에우리로담대함

을얻어그앞에서부끄럽지않게하려함이라 29너희

가그의의로우신줄을알면의를행하는자마다그에

게서난줄을알리라

3보라, 아버지께서어떠한사랑을우리에게주사하

나님의자녀라일컬음을얻게하셨는고우리가그러하

도다그러므로세상이우리를알지못함은그를알지

못함이니라 2사랑하는자들아! 우리가지금은하나님

의자녀라장래에어떻게될것은아직나타나지아니

하였으나그가나타내심이되면우리가그와같을줄

을아는것은그의계신그대로볼것을인함이니 3주

를향하여이소망을가진자마다그의깨끗하심과같

이자기를깨끗하게하느니라 4죄를짓는자마다불법

을행하나니죄는불법이라 5그가우리죄를없이하

려고나타내신바된것을너희가아나니그에게는죄

가없느니라 6그안에거하는자마다범죄하지아니하

나니범죄하는자마다그를보지도못하였고그를알

지도못하였느니라 7자녀들아! 아무도너희를미혹하

지못하게하라의를행하는자는그의의로우심과같

이의롭고 8죄를짓는자는마귀에게속하나니마귀는

처음부터범죄함이니라하나님의아들이나타나신것

은마귀의일을멸하려하심이니라 9하나님께로서난

자마다죄를짓지아니하나니이는하나님의씨가그

의속에거함이요저도범죄치못하는것은하나님께

로서났음이라 10이러므로하나님의자녀들과마귀의

자녀들이나타나나니무릇의를행치아니하는자나

또는그형제를사랑치아니하는자는하나님께속하

지아니하니라 11우리가서로사랑할지니이는너희가

처음부터들은소식이라 12가인같이하지말라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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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자에게속하여그아우를죽였으니어찐연고로

죽였느뇨자기의행위는악하고그아우의행위는의

로움이니라 13형제들아! 세상이너희를미워하거든이

상히여기지말라 14우리가형제를사랑함으로사망에

서옮겨생명으로들어간줄을알거니와사랑치아니

하는자는사망에거하느니라 15그형제를미워하는

자마다살인하는자니살인하는자마다영생이그속

에거하지아니하는것을너희가아는바라 (aiōnios g166)

16그가우리를위하여목숨을버리셨으니우리가이로

써사랑을알고우리도형제들을위하여목숨을버리

는것이마땅하니라 17누가이세상재물을가지고형

제의궁핍함을보고도도와줄마음을막으면하나님의

사랑이어찌그속에거할까보냐 18자녀들아! 우리가

말과혀로만사랑하지말고오직행함과진실함으로

하자 19이로써우리가진리에속한줄을알고또우리

마음을주앞에서굳세게하리로다 20우리마음이혹

우리를책망할일이있거든하물며우리마음보다크

시고모든것을아시는하나님일까보냐 21사랑하는

자들아!만일우리마음이우리를책망할것이없으면

하나님앞에서담대함을얻고 22무엇이든지구하는바

를그에게받나니이는우리가그의계명들을지키고

그앞에서기뻐하시는것을행함이라 23그의계명은

이것이니곧그아들예수그리스도의이름을믿고그

가우리에게주신계명대로서로사랑할것이니라 24

그의계명들을지키는자는주안에거하고주는저안

에거하시나니우리에게주신성령으로말미암아그가

우리안에거하시는줄을우리가아느니라

4사랑하는자들아! 영을다믿지말고오직영들이하

나님께속하였나시험하라많은거짓선지자가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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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음이니라 2하나님의영은이것으로알지니곧예

수그리스도께서육체로오신것을시인하는영마다

하나님께속한것이요 3예수를시인하지아니하는영

마다하나님께속한것이아니니이것이곧적그리스

도의영이니라오리라한말을너희가들었거니와이

제벌써세상에있느니라 4자녀들아너희는하나님께

속하였고또저희를이기었나니이는너희안에계신

이가세상에있는이보다크심이라 5저희는세상에속

한고로세상에속한말을하매세상이저희말을듣느

니라 6우리는하나님께속하였으니하나님을아는자

는우리의말을듣고하나님께속하지아니한자는우

리의말을듣지아니하나니진리의영과미혹의영을

이로써아느니라 7사랑하는자들아! 우리가서로사랑

하자사랑은하나님께속한것이니사랑하는자마다

하나님께로나서하나님을알고 8사랑하지아니하는

자는하나님을알지못하나니이는하나님은사랑이심

이라 9하나님의사랑이우리에게이렇게나타난바되

었으니하나님이자기의독생자를세상에보내심은저

로말미암아우리를살리려하심이니라 10사랑은여기

있으니우리가하나님을사랑한것이아니요오직하

나님이우리를사랑하사우리죄를위하여화목제로

그아들을보내셨음이니라 11사랑하는자들아! 하나님

이이같이우리를사랑하셨은즉우리도서로사랑하는

것이마땅하도다 12어느때나하나님을본사람이없

으되만일우리가서로사랑하면하나님이우리안에

거하시고그의사랑이우리안에온전히이루느니라

13그의성령을우리에게주시므로우리가그안에거

하고그가우리안에거하시는줄을아느니라 14아버

지가아들을세상의구주로보내신것을우리가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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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또증거하노니 15누구든지예수를하나님의아들이

라시인하면하나님이저안에거하시고저도하나님

안에거하느니라 16하나님이우리를사랑하시는사랑

을우리가알고믿었노니하나님은사랑이시라사랑

안에거하는자는하나님안에거하고하나님도그안

에거하시느니라 17이로써사랑이우리에게온전히이

룬것은우리로심판날에담대함을가지게하려함이

니주의어떠하심과같이우리도세상에서그러하니라

18사랑안에두려움이없고온전한사랑이두려움을

내어쫓나니두려움에는형벌이있음이라두려워하는

자는사랑안에서온전히이루지못하였느니라 19우리

가사랑함은그가먼저우리를사랑하셨음이라 20누구

든지하나님을사랑하노라하고그형제를미워하면

이는거짓말하는자니보는바그형제를사랑치아니

하는자가보지못하는바하나님을사랑할수없느니

라 21우리가이계명을주께받았나니하나님을사랑

하는자는또한그형제를사랑할지니라

5예수께서그리스도이심을믿는자마다하나님께로

서난자니또한내신이를사랑하는자마다그에게난

자를사랑하느니라 2우리가하나님을사랑하고그의

계명들을지킬때에이로써우리가하나님의자녀사

랑하는줄을아느니라 3하나님을사랑하는것은이것

이니우리가그의계명들을지키는것이라그의계명

들은무거운것이아니로다 4대저하나님께로서난자

마다세상을이기느니라세상을이긴이김은이것이니

우리의믿음이니라 5예수께서하나님의아들이심을

믿는자가아니면세상을이기는자가누구뇨 6이는

물과피로임하신자니곧예수그리스도시라물로만

아니요물과피로임하셨고 7증거하는이는성령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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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성령은진리니라 8증거하는이가셋이니성령과물

과피라또한이셋이합하여하나이니라 9만일우리

가사람들의증거를받을진대하나님의증거는더욱

크도다하나님의증거는이것이니그아들에관하여

증거하신것이니라 10하나님의아들을믿는자는자기

안에증거가있고하나님을믿지아니하는자는하나

님을거짓말하는자로만드나니이는하나님께서그

아들에관하여증거하신증거를믿지아니하였음이라

11또증거는이것이니하나님이우리에게영생을주신

것과이생명이그의아들안에있는그것이니라 (aiōnios

g166) 12아들이있는자에게는생명이있고하나님의아

들이없는자에게는생명이없느니라 13내가하나님의

아들의이름을믿는너희에게이것을쓴것은너희

로하여금너희에게영생이있음을알게하려함이라

(aiōnios g166) 14그를향하여우리의가진바담대한것이

이것이니그의뜻대로무엇을구하면들으심이라 15우

리가무엇이든지구하는바를들으시는줄을안즉우

리가그에게구한그것을얻은줄을또한아느니라 16

누구든지형제가사망에이르지아니한죄범하는것

을보거든구하라그러면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범

죄자들을위하여저에게생명을주시리라사망에이르

는죄가있으니이에대하여나는구하라하지않노라

17모든불의가죄로되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죄도

있도다 18하나님께로서난자마다범죄치아니하는줄

을우리가아노라하나님께로서나신자가저를지키

시매악한자가저를만지지도못하느니라 19또아는

것은우리는하나님께속하고온세상은악한자안에

처한것이며 20또아는것은하나님의아들이이르러

우리에게지각을주사우리로참된자를알게하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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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또한우리가참된자곧그의아들예수그리스도

안에있는것이니그는참하나님이시요영생이시라

(aiōnios g166) 21자녀들아! 너희자신을지켜우상에서멀

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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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서
1장로는택하심을입은부녀와그의자녀에게편지하

노니내가참으로사랑하는자요나뿐아니라진리를

아는모든자도그리하는것은 2우리안에거하여영

원히우리와함께할진리를인함이로다 (aiōn g165) 3은

혜와긍휼과평강이하나님아버지와아버지의아들

예수그리스도께로부터진리와사랑가운데서우리와

함께있으리라 4너의자녀중에우리가아버지께받은

계명대로진리에행하는자를내가보니심히기쁘도

다 5부녀여!내가이제네게구하노니서로사랑하자

이는새계명같이네게쓰는것이아니요오직처음부

터우리가가진것이라 6또사랑은이것이니우리가

그계명을좇아행하는것이요계명은이것이니너희

가처음부터들은바와같이그가운데서행하라하심

이라 7미혹하는자가많이세상에나왔나니이는예수

그리스도께서육체로임하심을부인하는자라이것이

미혹하는자요적그리스도니 8너희는너희를삼가우

리의일한것을잃지말고오직온전한상을얻으라 9

지내쳐그리스도교훈안에거하지아니하는자마다

하나님을모시지못하되교훈안에거하는이사람이

아버지와아들을모시느니라 10누구든지이교훈을가

지지않고너희에게나아가거든그를집에들이지도

말고인사도말라 11그에게인사하는자는그악한일

에참예하는자임이니라 12내가너희에게쓸것이많

으나종이와먹으로쓰기를원치아니하고오히려너

희에게가서면대하여말하려하니이는너희기쁨을

충만케하려함이라 13택하심을입은네자매의자녀

가네게문안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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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삼서
1장로는사랑하는가이오곧나의참으로사랑하는

자에게편지하노라 2사랑하는자여! 네영혼이잘됨

같이네가범사에잘되고강건하기를내가간구하노

라 3형제들이와서네게있는진리를증거하되네가

진리안에서행한다하니내가심히기뻐하노라 4내가

내자녀들이진리안에서행한다함을듣는것보다더

즐거움이없도다 5사랑하는자여! 네가무엇이든지형

제곧나그네된자들에게행하는것이신실한일이니

6저희가회앞에서너의사랑을증거하였느니라네가

하나님께합당하게저희를전송하면가하리로다 7이

는저희가주의이름을위하여나가서이방인에게아

무것도받지아니함이라 8이러므로우리가이같은자

들을영접하는것이마땅하니이는우리로진리를위

하여함께수고하는자가되게하려함이니라 9내가

두어자를교회에게썼으나저희중에으뜸되기를좋아

하는디오드레베가우리를접대하지아니하니 10이러

므로내가가면그행한일을잊지아니하리라저가악

한말로우리를망령되이폄론하고도유위부족하여형

제들을접대치도아니하고접대하고자하는자를금하

여교회에서내어쫓는도다 11사랑하는자여! 악한것

을본받지말고선한것을본받으라선을행하는자는

하나님께속하고악을행하는자는하나님을뵈옵지

못하였느니라 12데메드리오는뭇사람에게도,진리에

게도증거를받았으매우리도증거하노니너는우리의

증거가참된줄을아느니라 13내가네게쓸것이많으

나먹과붓으로쓰기를원치아니하고 14속히보기를

바라노니또한우리가면대하여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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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
1예수그리스도의종이요야고보의형제인유다는부

르심을입은자곧하나님아버지안에서사랑을얻고

예수그리스도를위하여지키심을입은자들에게편지

하노라 2긍휼과평강과사랑이너희에게더욱많을지

어다! 3사랑하는자들아내가우리의일반으로얻은

구원을들어너희에게편지하려는뜻이간절하던차에

성도에게단번에주신믿음의도를위하여힘써싸우

라는편지로너희를권하여야할필요를느꼈노니 4이

는가만히들어온사람몇이있음이라저희는옛적부

터이판결을받기로미리기록된자니경건치아니하

여우리하나님의은혜를도리어색욕거리로바꾸고

홀로하나이신주재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를부인

하는자니라 5너희가본래범사를알았으나내가너희

로다시생각나게하고자하노라주께서백성을애굽

에서구원하여내시고후에믿지아니하는자들을멸

하셨으며 6또자기지위를지키지아니하고자기처소

를떠난천사들을큰날의심판까지영원한결박으로

흑암에가두셨으며 (aïdios g126) 7소돔과고모라와그이

웃도시들도저희와같은모양으로간음을행하며다

른색을따라가다가영원한불의형벌을받음으로거

울이되었느니라 (aiōnios g166) 8그러한데꿈꾸는이사

람들도그와같이육체를더럽히며권위를업신여기며

영광을훼방하는도다 9천사장미가엘이모세의시체

에대하여마귀와다투어변론할때에감히훼방하는

판결을쓰지못하고다만말하되주께서너를꾸짖으

시기를원하노라하였거늘 10이사람들은무엇이든지

그알지못하는것을훼방하는도다또저희는이성없

는짐승같이본능으로아는그것으로멸망하느니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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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있을진저!이사람들이여,가인의길에행하였으며

삯을위하여발람의어그러진길로몰려갔으며고라의

패역을좇아멸망을받았도다 12저희는기탄없이너희

와함께먹으니너희애찬의암초요자기몸만기르는

목자요바람에불려가는물없는구름이요죽고또죽

어뿌리까지뽑힌열매없는가을나무요 13자기의수

치의거품을뿜는바다의거친물결이요영원히예비

된캄캄한흑암에돌아갈유리하는별들이라 (aiōn g165)

14아담의칠세손에녹이사람들에게대하여도예언하

여이르되보라주께서그수만의거룩한자와함께임

하셨나니 15이는뭇사람을심판하사모든경건치않은

자의경건치않게행한모든경건치않은일과또경건

치않은죄인의주께거스려한모든강퍅한말을인하

여저희를정죄하려하심이라하였느니라 16이사람들

은원망하는자며불만을토하는자며그정욕대로행

하는자라그입으로자랑하는말을내며이를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사랑하는자들아! 너희는우리주예

수그리스도의사도들의미리한말을기억하라 18그

들이너희에게말하기를마지막때에자기의경건치

않은정욕대로행하며기롱하는자들이있으리라하였

나니 19이사람들은당을짓는자며육에속한자며성

령은없는자니라 20사랑하는자들아! 너희는너희의

지극히거룩한믿음위에자기를건축하며성령으로

기도하며 21하나님의사랑안에서자기를지키며영생

에이르도록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긍휼을기다리

라 (aiōnios g166) 22어떤의심하는자들을긍휼히여기라

23또어떤자를불에서끌어내어구원하라또어떤자

를그육체로더럽힌옷이라도싫어하여두려움으로

긍휼히여기라 24능히너희를보호하사거침이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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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너희로그영광앞에흠이없이즐거움으로서

게하실자 25곧우리구주홀로하나이신하나님께우

리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영광과위엄과권력

과권세가만고전부터이제와세세에있을지어다!아

멘 (aiōn g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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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1예수그리스도의계시라이는하나님이그에게주사

반드시속히될일을그종들에게보이시려고그천사

를그종요한에게보내어지시하신것이라 2요한은

하나님의말씀과예수그리스도의증거곧자기의본

것을다증거하였느니라 3이예언의말씀을읽는자와

듣는자들과그가운데기록한것을지키는자들이복

이있나니때가가까움이라 4요한은아시아에있는일

곱교회에편지하노니이제도계시고전에도계시고

장차오실이와그보좌앞에일곱영과 5또충성된증

인으로죽은자들가운데서먼저나시고땅의임금들

의머리가되신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은혜와평

강이너희에게있기를원하노라우리를사랑하사그의

피로우리죄에서우리를해방하시고 6그아버지하나

님을위하여우리를나라와제사장으로삼으신그에게

영광과능력이세세토록있기를원하노라아멘 (aiōn

g165) 7볼지어다, 구름을타고오시리라각인의눈이그

를보겠고그를찌른자들도볼터이요땅에있는모든

족속이그를인하여애곡하리니그러하리라아멘 8주

하나님이가라사대나는알파와오메가라이제도있고

전에도있었고장차올자요전능한자라하시더라 9

나요한은너희형제요예수의환난과나라와참음에

동참하는자라하나님의말씀과예수의증거를인하여

밧모라하는섬에있었더니 10주의날에내가성령에

감동하여내뒤에서나는나팔소리같은큰음성을들

으니 11가로되너보는것을책에써서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일곱

교회에보내라하시기로 12몸을돌이켜나더러말한

음성을알아보려고하여돌이킬때에일곱금촛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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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13촛대사이에인자같은이가발에끌리는

옷을입고가슴에금띠를띠고 14그머리와털의희기

가흰양털같고눈같으며그의눈은불꽃같고 15그의

발은풀무에단련한빛난주석같고그의음성은많은

물소리와같으며 16그오른손에일곱별이있고그입

에서좌우에날선검이나오고그얼굴은해가힘있게

비취는것같더라 17내가볼때에그발앞에엎드러져

죽은자같이되매그가오른손을내게얹고가라사대

두려워말라나는처음이요나중이니 18곧산자라내

가전에죽었었노라볼지어다이제세세토록살아있

어사망과음부의열쇠를가졌노니 (aiōn g165, Hadēs g86)

19그러므로네본것과이제있는일과장차될일을기

록하라 20네본것은내오른손에일곱별의비밀과일

곱금촛대라일곱별은일곱교회의사자요일곱촛대

는일곱교회니라

2에베소교회의사자에게편지하기를오른손에일곱

별을붙잡고일곱금촛대사이에다니시는이가가라

사대 2내가네행위와수고와네인내를알고또악한

자들을용납지아니한것과자칭사도라하되아닌자

들을시험하여그거짓된것을네가드러낸것과 3또

네가참고내이름을위하여견디고게으르지아니한

것을아노라 4그러나너를책망할것이있나니너의

처음사랑을버렸느니라 5그러므로어디서떨어진것

을생각하고회개하여처음행위를가지라만일그리

하지아니하고회개치아니하면내가네게임하여네

촛대를그자리에서옮기리라 6오직네게이것이있으

니네가니골라당의행위를미워하는도다나도이것을

미워하노라 7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

말씀을들을지어다이기는그에게는내가하나님의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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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있는생명나무의과실을주어먹게하리라 8서머

나교회의사자에게편지하기를처음이요나중이요죽

었다가살아나신이가가라사대 9내가네환난과궁핍

을아노니실상은네가부요한자니라자칭유대인이

라하는자들의훼방도아노니실상은유대인이아니

요사단의회라 10네가장차받을고난을두려워말라

볼지어다마귀가장차너희가운데서몇사람을옥에

던져시험을받게하리니너희가십일동안환난을받

으리라네가죽도록충성하라! 그리하면내가생명의

면류관을네게주리라 11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

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이기는자는둘째사

망의해를받지아니하리라 12버가모교회의사자에게

편지하기를좌우에날선검을가진이가가라사대 13

네가어디사는것을내가아노니거기는사단의위가

있는데라네가내이름을굳게잡아서내충성된증인

안디바가너희가운데곧사단의거하는곳에서죽임

을당할때에도나를믿는믿음을저버리지아니하였

도다 14그러나네게두어가지책망할것이있나니거

기네게발람의교훈을지키는자들이있도다발람이

발락을가르쳐이스라엘앞에올무를놓아우상의제

물을먹게하였고또행음하게하였느니라 15이와같

이네게도니골라당의교훈을지키는자들이있도다

16그러므로회개하라! 그리하지아니하면내가네게속

히임하여내입의검으로그들과싸우리라 17귀있는

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이

기는그에게는내가감추었던만나를주고또흰돌을

줄터인데그돌위에새이름을기록한것이있나니받

는자밖에는그이름을알사람이없느니라 18두아디

라교회의사자에게편지하기를그눈이불꽃같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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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빛난주석과같은하나님의아들이가라사대 19

내가네게사업과사랑과믿음과섬김과인내를아노

니네나중행위가처음것보다많도다 20그러나네게

책망할일이있노라자칭선지자라하는여자이세벨

을네가용납함이니그가내종들을가르쳐꾀어행음

하게하고우상의제물을먹게하는도다 21또내가그

에게회개할기회를주었으되그음행을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볼지어다내가그를침상에던질터이

요또그로더불어간음하는자들도만일그의행위를

회개치아니하면큰환난가운데던지고 23또내가사

망으로그의자녀를죽이리니모든교회가나는사람

의뜻과마음을살피는자인줄알지라내가너희각사

람의행위대로갚아주리라 24두아디라에남아있어이

교훈을받지아니하고소위사단의깊은것을알지못

하는너희에게말하노니다른짐으로너희에게지울

것이없노라 25다만너희에게있는것을내가올때까

지굳게잡으라 26이기는자와끝까지내일을지키는

그에게만국을다스리는권세를주리니 27그가철장을

가지고저희를다스려질그릇깨뜨리는것과같이하

리라나도내아버지께받은것이그러하니라 28내가

또그에게새벽별을주리라 29귀있는자는성령이교

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

3사데교회의사자에게편지하기를하나님의일곱영

과일곱별을가진이가가라사대내가네행위를아노

니네가살았다하는이름은가졌으나죽은자로다 2

너는일깨워그남은바죽게된것을굳게하라내하

나님앞에네행위의온전한것을찾지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네가어떻게받았으며어떻게들었는지생각

하고지키어회개하라만일일깨지아니하면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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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같이이르리니어느시에네게임할는지네가알지

못하리라 4그러나사데에그옷을더럽히지아니한자

몇명이네게있어흰옷을입고나와함께다니리니그

들은합당한자인연고라 5이기는자는이와같이흰

옷을입을것이요내가그이름을생명책에서반드시

흐리지아니하고그이름을내아버지앞과그천사들

앞에서시인하리라 6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

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 7빌라델비아교회의사자

에게편지하기를거룩하고진실하사다윗의열쇠를가

지신이곧열면닫을사람이없고닫으면열사람이없

는그이가가라사대 8볼지어다내가네앞에열린문

을두었으되능히닫을사람이없으리라내가네행위

를아노니네가적은능력을가지고도내말을지키며

내이름을배반치아니하였도다 9보라사단의회곧

자칭유대인이라하나그렇지않고거짓말하는자들

중에서몇을네게주어저희로와서네발앞에절하게

하고내가너를사랑하는줄을알게하리라 10네가나

의인내의말씀을지켰은즉내가또한너를지키어시

험의때를면하게하리니이는장차온세상에임하여

땅에거하는자들을시험할때라 11내가속히임하리니

네가가진것을굳게잡아아무나네면류관을빼앗지

못하게하라 12이기는자는내하나님성전에기둥이

되게하리니그가결코다시나가지아니하리라내가

하나님의이름과하나님의성곧하늘에서내하나님

께로부터내려오는새예루살렘의이름과나의새이

름을그이위에기록하리라 13귀있는자는성령이교

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 14라오디게아교

회의사자에게편지하기를아멘이시요충성되고참된

증인이시요하나님의창조의근본이신이가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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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내가네행위를아노니네가차지도아니하고더웁

지도아니하도다네가차든지더웁든지하기를원하노

라 16네가이같이미지근하여더웁지도아니하고차지

도아니하니내입에서너를토하여내치리라 17네가

말하기를나는부자라부요하여부족한것이없다하

나네곤고한것과가련한것과가난한것과눈먼것과

벌거벗은것을알지못하도다 18내가너를권하노니

내게서불로연단한금을사서부요하게하고흰옷을

사서입어벌거벗은수치를보이지않게하고안약을

사서눈에발라보게하라 19무릇내가사랑하는자를

책망하여징계하노니그러므로네가열심을내라회개

하라 20볼지어다내가문밖에서서두드리노니누구

든지내음성을듣고문을열면내가그에게로들어가

그로더불어먹고그는나로더불어먹으리라 21이기

는그에게는내가내보좌에함께앉게하여주기를내

가이기고아버지보좌에함께앉은것과같이하리라

22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

을지어다

4이일후에내가보니하늘에열린문이있는데내가

들은바처음에내게말하던나팔소리같은그음성이

가로되 `이리로올라오라이후에마땅히될일을내가

네게보이리라' 하시더라 2내가곧성령에감동하였더

니보라, 하늘에보좌를베풀었고그보좌위에앉으신

이가있는데 3앉으신이의모양이벽옥과홍보석같고

또무지개가있어보좌에둘렸는데그모양이녹보석

같더라 4또보좌에둘려이십사보좌들이있고그보

좌들위에이십사장로들이흰옷을입고머리에금면

류관을쓰고앉았더라 5보좌로부터번개와음성과뇌

성이나고보좌앞에일곱등불켠것이있으니이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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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일곱영이라 6보좌앞에수정과같은유리바

다가있고보좌가운데와보좌주위에네생물이있는

데앞뒤에눈이가득하더라 7그첫째생물은사자같

고그둘째생물은송아지같고그세째생물은얼굴이

사람같고그네째생물은날아가는독수리같은데 8

네생물이각각여섯날개가있고그안과주위에눈이

가득하더라그들이밤낮쉬지않고이르기를 `거룩하

다,거룩하다,거룩하다,주하나님곧전능하신이여

전에도계셨고이제도계시고장차오실자라' 하고 9

그생물들이영광과존귀와감사를보좌에앉으사세

세토록사시는이에게돌릴때에 (aiōn g165) 10이십사장

로들이보좌에앉으신이앞에엎드려세세토록사시

는이에게경배하고자기의면류관을보좌앞에던지

며가로되 (aiōn g165) 11 `우리주하나님이여영광과존

귀와능력을받으시는것이합당하오니주께서만물을

지으신지라만물이주의뜻대로있었고또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내가보매보좌에앉으신이의오른손에책이있으

니안팎으로썼고일곱인으로봉하였더라 2또보매

힘있는천사가큰음성으로외치기를 `누가책을펴며

그인을떼기에합당하냐' 하니 3하늘위에나땅위에

나땅아래에능히책을펴거나보거나할이가없더라

4이책을펴거나보거나하기에합당한자가보이지않

기로내가크게울었더니 5장로중에하나가내게말

하되 `울지말라유대지파의사자다윗의뿌리가이기

었으니이책과그일곱인을떼시리라'하더라 6내가

또보니보좌와네생물과장로들사이에어린양이섰

는데일찍죽임을당한것같더라일곱뿔과일곱눈이

있으니이눈은온땅에보내심을입은하나님의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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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더라 7어린양이나아와서보좌에앉으신이의오

른손에서책을취하시니라 8책을취하시매네생물과

이십사장로들이어린양앞에엎드려각각거문고와

향이가득한금대접을가졌으니이향은성도의기도

들이라 9새노래를노래하여가로되 `책을가지시고

그인봉을떼기에합당하시도다일찍죽임을당하사

각족속과방언과백성과나라가운데서사람들을피

로사서하나님께드리시고 10저희로우리하나님앞

에서나라와제사장을삼으셨으니저희가땅에서왕노

릇하리로다' 하더라 11내가또보고들으매보좌와생

물들과장로들을둘러선많은천사의음성이있으니

그수가만만이요천천이라 12큰음성으로가로되 `죽

임을당하신어린양이능력과부와지혜와힘과존귀

와영광과찬송을받으시기에합당하도다'하더라 13

내가또들으니하늘위에와땅위에와땅아래와바다

위에와또그가운데모든만물이가로되 `보좌에앉으

신이와어린양에게찬송과존귀와영광과능력을세

세토록돌릴지어다' 하니 (aiōn g165) 14네생물이가로되

`아멘' 하고장로들은엎드려경배하더라

6내가보매어린양이일곱인중에하나를떼시는그

때에내가들으니네생물중에하나가우뢰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내가이에보니흰말이있는데

그탄자가활을가졌고면류관을받고나가서이기고

또이기려고하더라 3둘째인을떼실때에내가들으

니둘째생물이말하되 `오라' 하더니 4이에붉은다른

말이나오더라그탄자가허락을받아땅에서화평을

제하여버리며서로죽이게하고또큰칼을받았더라

5세째인을떼실때에내가들으니세째생물이말하되

`오라' 하기로내가보니검은말이나오는데그탄자



요한계시록 2257

가손에저울을가졌더라 6내가네생물사이로서나

는듯하는음성을들으니가로되 `한데나리온에밀한

되요한데나리온에보리석되로다또감람유와포도

주는해치말라' 하더라 7네째인을떼실때에내가네

째생물의음성을들으니가로되 `오라' 하기로 8내가

보매청황색말이나오는데그탄자의이름은사망이

니음부가그뒤를따르더라저희가땅사분일의권세

를얻어검과흉년과사망과땅의짐승으로써죽이더

라 (Hadēs g86) 9다섯째인을떼실때에내가보니하나님

의말씀과저희의가진증거를인하여죽임을당한영

혼들이제단아래있어 10큰소리로불러가로되 `거룩

하고참되신대주재여땅에거하는자들을심판하여

우리피를신원하여주지아니하시기를어느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각각저희에게흰두루마기를

주시며가라사대 `아직잠시동안쉬되저희동무종들

과형제들도자기처럼죽임을받아그수가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내가보니여섯째인을떼실때에큰

지진이나며해가총담같이검어지고온달이피같이

되며 13하늘의별들이무화과나무가대풍에흔들려

선과실이떨어지는것같이땅에떨어지며 14하늘은

종이축이말리는것같이떠나가고각산과섬이제자

리에서옮기우매 15땅의임금들과왕족들과장군들과

부자들과강한자들과각종과자주자가굴과산바위

틈에숨어 16산과바위에게이르되 `우리위에떨어져

보좌에앉으신이의낯에서와어린양의진노에서우

리를가리우라 17그들의진노의큰날이이르렀으니

누가능히서리요' 하더라

7이일후에내가네천사가땅네모퉁이에선것을보

니땅의사방의바람을붙잡아바람으로하여금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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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다에나각종나무에불지못하게하더라 2또보

매다른천사가살아계신하나님의인을가지고해돋

는데로부터올라와서땅과바다를해롭게할권세를

얻은네천사를향하여큰소리로외쳐 3가로되 `우리

가우리하나님의종들의이마에인치기까지땅이나

바다나나무나해하지말라' 하더라 4내가인맞은자

의수를들으니이스라엘자손의각지파중에서인맞

은자들이십사만사천이니 5유다지파중에인맞은

자가일만이천이요르우벤지파중에일만이천이요

갓지파중에일만이천이요 6아셀지파중에일만이

천이요납달리지파중에일만이천이요므낫세지파

중에일만이천이요 7시므온지파중에일만이천이요

레위지파중에일만이천이요잇사갈지파중에일만

이천이요 8스블론지파중에일만이천이요요셉지파

중에일만이천이요베냐민지파중에인맞은자가일

만이천이라 9이일후에내가보니각나라와족속과

백성과방언에서아무라도능히셀수없는큰무리가

흰옷을입고손에종려가지를들고보좌앞과어린양

앞에서서 10큰소리로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보좌

에앉으신우리하나님과어린양에게있도다'하니 11

모든천사가보좌와장로들과네생물의주위에섰다

가보좌앞에엎드려얼굴을대고하나님께경배하여

12가로되 `아멘찬송과영광과지혜와감사와존귀와

능력과힘이우리하나님께세세토록있을지로다아멘

' 하더라 (aiōn g165) 13장로중에하나가응답하여내게

이르되 `이흰옷입은자들이누구며또어디서왔느뇨

' 14내가가로되 `내주여당신이알리이다' 하니그가

나더러이르되 `이는큰환난에서나오는자들인데어

린양의피에그옷을씻어희게하였느니라 15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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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들이하나님의보좌앞에있고또그의성전에서

밤낮하나님을섬기매보좌에앉으신이가그들위에

장막을치시리니 16저희가다시주리지도아니하며목

마르지도아니하고해나아무뜨거운기운에상하지

아니할지니 17이는보좌가운데계신어린양이저희

의목자가되사생명수샘으로인도하시고하나님께서

저희눈에서모든눈물을씻어주실것임이러라'

8일곱째인을떼실때에하늘이반시동안쯤고요하

더니 2내가보매하나님앞에시위한일곱천사가있

어일곱나팔을받았더라 3또다른천사가와서제단

곁에서서금향로를가지고많은향을받았으니이는

모든성도의기도들과합하여보좌앞금단에드리고

자함이라 4향연이성도의기도와함께천사의손으로

부터하나님앞으로올라가는지라 5천사가향로를가

지고단위의불을담아다가땅에쏟으매뇌성과음성

과번개와지진이나더라 6일곱나팔가진일곱천사

가나팔불기를예비하더라 7첫째천사가나팔을부니

피섞인우박과불이나서땅에쏟아지매땅의삼분의

일이타서사위고수목의삼분의일도타서사위고각

종푸른풀도타서사위더라 8둘째천사가나팔을부

니불붙는큰산과같은것이바다에던지우매바다의

삼분의일이피가되고 9바다가운데생명가진피조

물들의삼분의일이죽고배들의삼분의일이깨어지

더라 10세째천사가나팔을부니횃불같이타는큰별

이하늘에서떨어져강들의삼분의일과여러물샘에

떨어지니 11이별이름은쑥이라물들의삼분의일이

쑥이되매그물들이쓰게됨을인하여많은사람이죽

더라 12네째천사가나팔을부니해삼분의일과달삼

분의일과별들의삼분의일이침을받아그삼분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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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두워지니낮삼분의일은비췸이없고밤도그러

하더라 13내가또보고들으니공중에날아가는독수

리가큰소리로이르되 `땅에거하는자들에게화, 화,

화가있으리로다이외에도세천사의불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9다섯째천사가나팔을불매내가보니하늘에서땅

에떨어진별하나가있는데저가무저갱의열쇠를받

았더라 (Abyssos g12) 2저가무저갱을여니그구멍에서

큰풀무의연기같은연기가올라오매해와공기가그

구멍의연기로인하여어두워지며 (Abyssos g12) 3또황

충이연기가운데로부터땅위에나오매저희가땅에

있는전갈의권세와같은권세를받았더라 4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풀이나푸른것이나각종수목은해하

지말고오직이마에하나님의인맞지아니한사람들

만해하라' 하시더라 5그러나그들을죽이지는못하게

하시고다섯달동안괴롭게만하게하시는데그괴롭

게함은전갈이사람을쏠때에괴롭게함과같더라 6

그날에는사람들이죽기를구하여도얻지못하고죽

고싶으나죽음이저희를피하리로다 7황충들의모양

은전쟁을위하여예비한말들같고그머리에금같은

면류관비슷한것을썼으며그얼굴은사람의얼굴같

고 8또여자의머리털같은머리털이있고그이는사

자의이같으며 9또철흉갑같은흉갑이있고그날개

들의소리는병거와많은말들이전장으로달려들어

가는소리같으며 10또전갈과같은꼬리와쏘는살이

있어그꼬리에는다섯달동안사람들을해하는권세

가있더라 11저희에게임금이있으니무저갱의사자라

히브리음으로이름은아바돈이요헬라음으로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Abyssos g12) 12첫째화는지나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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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아직도이후에화둘이이르리로다 13여섯째천

사가나팔을불매내가들으니하나님앞금단네뿔에

서한음성이나서 14나팔가진여섯째천사에게말하

기를 `큰강유브라데에결박한네천사를놓아주라'

하매 15네천사가놓였으니그들은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사람삼분의일을죽이기로예비한자들이더라

16마병대의수는이만만이니내가그들의수를들었노

라 17이같이이상한가운데그말들과그탄자들을보

니불빛과자주빛과유황빛흉갑이있고또말들의머

리는사자머리같고그입에서는불과연기와유황이

나오더라 18이세재앙곧저희입에서나오는불과연

기와유황을인하여사람삼분의일이죽임을당하니

라 19이말들의힘은그입과그꼬리에있으니그꼬리

는뱀같고또꼬리에머리가있어이것으로해하더라

20이재앙에죽지않고남은사람들은그손으로행하

는일을회개치아니하고오히려여러귀신과또는보

거나듣거나다니거나하지못하는금, 은,동과목석의

우상에게절하고 21또그살인과복술과음행과도적

질을회개치아니하더라

10내가또보니힘센다른천사가구름을입고하늘

에서내려오는데그머리위에무지개가있고그얼굴

은해같고그발은불기둥같으며 2그손에펴놓인작

은책을들고그오른발은바다를밟고왼발은땅을밟

고 3사자의부르짖는것같이큰소리로외치니외칠

때에일곱우뢰가그소리를발하더라 4일곱우뢰가

발할때에내가기록하려고하다가곧들으니하늘에

서소리나서말하기를 `일곱우뢰가발한것을인봉하

고기록하지말라' 하더라 5내가본바바다와땅을밟

고섰는천사가하늘을향하여오른손을들고 6세세토



요한계시록 2262

록살아계신자곧하늘과그가운데있는물건이며땅

과그가운데있는물건이며바다와그가운데있는물

건을창조하신이를가리켜맹세하여가로되지체하지

아니하리니 (aiōn g165) 7일곱째천사가소리내는날그

나팔을불게될때에하나님의비밀이그종선지자들

에게전하신복음과같이이루리라 8하늘에서나서내

게들리던음성이또내게말하여가로되 `네가가서바

다와땅을밟고섰는천사의손에펴놓인책을가지라'

하기로 9내가천사에게나아가작은책을달라한즉

천사가가로되 `갖다먹어버리라네배에는쓰나네입

에는꿀같이달리라'하거늘 10내가천사의손에서작

은책을갖다먹어버리니내입에는꿀같이다나먹은

후에내배에서는쓰게되더라 11저가내게말하기를

`네가많은백성과나라와방언과임금에게다시예언

하여야하리라' 하더라

11또내게지팡이같은갈대를주며말하기를일어나

서하나님의성전과제단과그안에서경배하는자들

을척량하되 2성전밖마당은척량하지말고그냥두

라이것을이방인에게주었은즉저희가거룩한성을

마흔두달동안짓밟으리라 3내가나의두증인에게

권세를주리니저희가굵은베옷을입고일천이백육

십일을예언하리라 4이는이땅의주앞에섰는두감

람나무와두촛대니 5만일누구든지저희를해하고자

한즉저희입에서불이나서그원수를소멸할지니누

구든지해하려하면반드시이와같이죽임을당하리

라 6저희가권세를가지고하늘을닫아그예언을하

는날동안비오지못하게하고또권세를가지고물을

변하여피되게하고아무때든지원하는대로여러가

지재앙으로땅을치리로다 7저희가그증거를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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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무저갱으로부터올라오는짐승이저희로더불

어전쟁을일으켜저희를이기고저희를죽일터인즉

(Abyssos g12) 8저희시체가큰성길에있으리니그성은

영적으로하면소돔이라고도하고애굽이라고도하니

곧저희주께서십자가에못박히신곳이니라 9백성들

과족속과방언과나라중에서사람들이그시체를사

흘반동안을목도하며무덤에장사하지못하게하리

로다 10이두선지자가땅에거하는자들을괴롭게한

고로땅에거하는자들이저희의죽음을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로예물을보내리라하더라 11삼일반후

에하나님께로부터생기가저희속에들어가매저희

발로일어서니구경하는자들이크게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큰음성이있어이리로올라오라함을저

희가듣고구름을타고하늘로올라가니저희원수들

도구경하더라 13그시에큰지진이나서성십분의일

이무너지고지진에죽은사람이칠천이라그남은자

들이두려워하여영광을하늘의하나님께돌리더라 14

둘째화는지나갔으나보라세째화가속히이르는도

다 15일곱째천사가나팔을불매하늘에큰음성들이

나서가로되 `세상나라가우리주와그그리스도의나

라가되어그가세세토록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aiōn

g165) 16하나님앞에자기보좌에앉은이십사장로들

이엎드려얼굴을대고하나님께경배하여 17가로되

`감사하옵나니옛적에도계셨고시방도계신주하나

님곧전능하신이여친히큰권능을잡으시고왕노릇

하시도다 18이방들이분노하매주의진노가임하여죽

은자를심판하시며종선지자들과성도들과또무론

대소하고주의이름을경외하는자들에게상주시며

또땅을망하게하는자들을멸망시키실때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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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 19이에하늘에있는하나님의성전이열리니

성전안에하나님의언약궤가보이며또번개와음성

들과뇌성과지진과큰우박이있더라

12하늘에큰이적이보이니해를입은한여자가있

는데그발아래는달이있고그머리에는열두별의면

류관을썼더라 2이여자가아이를배어해산하게되매

아파서애써부르짖더라 3하늘에또다른이적이보이

니보라,한큰붉은용이있어머리가일곱이요뿔이

열이라그여러머리에일곱면류관이있는데 4그꼬

리가하늘별삼분의일을끌어다가땅에던지더라용

이해산하려는여자앞에서그가해산하면그아이를

삼키고자하더니 5여자가아들을낳으니이는장차철

장으로만국을다스릴남자라그아이를하나님앞과

그보좌앞으로올려가더라 6그여자가광야로도망하

매거기서일천이백육십일동안저를양육하기위하

여하나님의예비하신곳이있더라 7하늘에전쟁이있

으니미가엘과그의사자들이용으로더불어싸울새

용과그의사자들도싸우나 8이기지못하여다시하늘

에서저희의있을곳을얻지못한지라 9큰용이내어

쫓기니옛뱀곧마귀라고도하고사단이라고도하는

온천하를꾀는자라땅으로내어쫓기니그의사자들

도저와함께내어쫓기니라 10내가또들으니하늘에

큰음성이있어가로되 `이제우리하나님의구원과능

력과나라와또그의그리스도의권세가이루었으니

우리형제들을참소하던자곧우리하나님앞에서밤

낮참소하던자가쫓겨났고 11또여러형제가어린양

의피와자기의증거하는말을인하여저를이기었으

니그들은죽기까지자기생명을아끼지아니하였도다

12그러므로하늘과그가운데거하는자들은즐거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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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러나땅과바다는화있을진저이는마귀가자기

의때가얼마못된줄을알므로크게분내어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하더라 13용이자기가땅으로내어쫓긴

것을보고남자를낳은여자를핍박하는지라 14그여

자가큰독수리의두날개를받아광야자기곳으로날

아가거기서그뱀의낯을피하여한때와두때와반

때를양육받으매 15여자의뒤에서뱀이그입으로물

을강같이토하여여자를물에떠내려가게하려하되

16땅이여자를도와그입을벌려용의입에서토한강

물을삼키니 17용이여자에게분노하여돌아가서그

여자의남은자손곧하나님의계명을지키며예수의

증거를가진자들로더불어싸우려고바다모래위에

섰더라

13내가보니바다에서한짐승이나오는데뿔이열이

요머리가일곱이라그뿔에는열면류관이있고그머

리들에는참람한이름들이있더라 2내가본짐승은

표범과비슷하고그발은곰의발같고그입은사자의

입같은데용이자기의능력과보좌와큰권세를그에

게주었더라 3그의머리하나가상하여죽게된것같

더니그죽게되었던상처가나으매온땅이이상히여

겨짐승을따르고 4용이짐승에게권세를주므로용에

게경배하며짐승에게경배하여가로되 `누가이짐승

과같으뇨누가능히이로더불어싸우리요' 하더라 5

또짐승이큰말과참람된말하는입을받고또마흔두

달일할권세를받으니라 6짐승이입을벌려하나님을

향하여훼방하되그의이름과그의장막곧하늘에거

하는자들을훼방하더라 7또권세를받아성도들과싸

워이기게되고각족속과백성과방언과나라를다스

리는권세를받으니 8죽임을당한어린양의생명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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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이후로녹명되지못하고이땅에사는자들은다

짐승에게경배하리라 9누구든지귀가있거든들을지

어다 10사로잡는자는사로잡힐것이요칼에죽이는

자는자기도마땅히칼에죽으리니성도들의인내와

믿음이여기있느니라 11내가보매또다른짐승이땅

에서올라오니새끼양같이두뿔이있고용처럼말하

더라 12저가먼저나온짐승의모든권세를그앞에서

행하고땅과땅에거하는자들로처음짐승에게경배

하게하니곧죽게되었던상처가나은자니라 13큰이

적을행하되심지어사람들앞에서불이하늘로부터

땅에내려오게하고 14짐승앞에서받은바이적을행

함으로땅에거하는자들을미혹하며땅에거하는자

들에게이르기를 `칼에상하였다가살아난짐승을위

하여우상을만들라' 하더라 15저가권세를받아그짐

승의우상에게생기를주어그짐승의우상으로말하

게하고또짐승의우상에게경배하지아니하는자는

몇이든지다죽이게하더라 16저가모든자곧작은자

나큰자나부자나빈궁한자나자유한자나종들로그

오른손에나이마에표를받게하고 17누구든지이표

를가진자외에는매매를못하게하니이표는곧짐승

의이름이나그이름의수라 18지혜가여기있으니총

명있는자는그짐승의수를세어보라그수는사람의

수니육백육십육이니라

14또내가보니어린양이시온산에섰고그와함께

십사만사천이섰는데그이마에어린양의이름과그

아버지의이름을쓴것이있도다 2내가하늘에서나는

소리를들으니많은물소리도같고큰뇌성도같은데

내게들리는소리는거문고타는자들의그거문고타

는것같더라 3저희가보좌와네생물과장로들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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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새노래를부르니땅에서구속함을얻은십사만사

천인밖에는능히이노래를배울자가없더라 4이사

람들은여자로더불어더럽히지아니하고정절이있는

자라어린양이어디로인도하든지따라가는자며사

람가운데서구속을받아처음익은열매로하나님과

어린양에게속한자들이니 5그입에거짓말이없고

흠이없는자들이더라 6또보니다른천사가공중에

날아가는데땅에거하는자들곧여러나라와족속과

방언과백성에게전할영원한복음을가졌더라 (aiōnios

g166) 7그가큰음성으로가로되 `하나님을두려워하며

그에게영광을돌리라이는그의심판하실시간이이

르렀음이니하늘과땅과바다와물들의근원을만드신

이를경배하라' 하더라 8또다른천사곧둘째가그뒤

를따라말하되 `무너졌도다무너졌도다큰성바벨론

이여모든나라를그음행으로인하여진노의포도주

로먹이던자로다' 하더라 9또다른천사곧세째가그

뒤를따라큰음성으로가로되 `만일누구든지짐승과

그의우상에게경배하고이마에나손에표를받으면

10그도하나님의진노의포도주를마시리니그진노의

잔에섞인것이없이부은포도주라거룩한천사들앞

과어린양앞에서불과유황으로고난을받으리니 11

그고난의연기가세세토록올라가리로다짐승과그의

우상에게경배하고그이름의표를받는자는누구든

지밤낮쉼을얻지못하리라'하더라 (aiōn g165) 12성도

들의인내가여기있나니저희는하나님의계명과예

수믿음을지키는자니라 13또내가들으니하늘에서

음성이나서가로되 `기록하라자금이후로주안에서

죽는자들은복이있도다'하시매성령이가라사대 `그

러하다저희수고를그치고쉬리니이는저희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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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따름이라' 하시더라 14또내가보니흰구름이있

고구름위에사람의아들과같은이가앉았는데그머

리에는금면류관이있고그손에는이한낫을가졌더

라 15또다른천사가성전으로부터나와구름위에앉

은이를향하여큰음성으로외쳐가로되 `네낫을휘둘

러거두라거둘때가이르러땅에곡식이다익었음이

로다' 하니 16구름위에앉으신이가낫을땅에휘두르

매곡식이거두어지니라 17또다른천사가하늘에있

는성전에서나오는데또한이한낫을가졌더라 18또

불을다스리는다른천사가제단으로부터나와이한

낫가진자를향하여큰음성으로불러가로되 `네이한

낫을휘둘러땅의포도송이를거두라그포도가익었

느니라'하더라 19천사가낫을땅에휘둘러땅의포도

를거두어하나님의진노의큰포도주틀에던지매 20

성밖에서그틀이밟히니틀에서피가나서말굴레까

지닿았고일천육백스다디온에퍼졌더라

15또하늘에크고이상한다른이적을보매일곱천

사가일곱재앙을가졌으니곧마지막재앙이라하나

님의진노가이것으로마치리로다 2또내가보니불이

섞인유리바다같은것이있고짐승과그의우상과그

의이름의수를이기고벗어난자들이유리바닷가에

서서하나님의거문고를가지고 3하나님의종모세의

노래어린양의노래를불러가로되 `주하나님곧전능

하신이시여하시는일이크고기이하시도다만국의

왕이시여주의길이의롭고참되시도다 4주여누가주

의이름을두려워하지아니하며영화롭게하지아니하

오리이까오직주만거룩하시니이다주의의로우신일

이나타났으매만국이와서주께경배하리이다'하더

라 5또이일후에내가보니하늘에증거장막의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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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리며 6일곱재앙을가진일곱천사가성전으로부

터나와맑고빛난세마포옷을입고가슴에금띠를띠

고 7네생물중에하나가세세에계신하나님의진노

를가득히담은금대접일곱을그일곱천사에게주니

(aiōn g165) 8하나님의영광과능력을인하여성전에연

기가차게되매일곱천사의일곱재앙이마치기까지

는성전에능히들어갈자가없더라

16또내가들으니성전에서큰음성이나서일곱천

사에게말하되 `너희는가서하나님의진노의일곱대

접을땅에쏟으라' 하더라 2첫째가가서그대접을땅

에쏟으며악하고독한헌데가짐승의표를받은사람

들과그우상에게경배하는자들에게나더라 3둘째가

그대접을바다에쏟으매바다가곧죽은자의피같이

되니바다가운데모든생물이죽더라 4세째가그대

접을강과물근원에쏟으매피가되더라 5내가들으

니물을차지한천사가가로되 `전에도계셨고시방도

계신거룩하신이여이렇게심판하시니의로우시도다

6저희가성도들과선지자들의피를흘렸으므로저희

로피를마시게하신것이합당하니이다'하더라 7또

내가들으니제단이말하기를 `그러하다주하나님곧

전능하신이시여심판하시는것이참되시고의로우시

도다' 하더라 8네째가그대접을해에쏟으매해가권

세를받아불로사람들을태우니 9사람들이크게태움

에태워진지라이재앙들을행하는권세를가지신하

나님의이름을훼방하며또회개하여영광을주께돌

리지아니하더라 10또다섯째가그대접을짐승의보

좌에쏟으니그나라가곧어두워지며사람들이아파

서자기혀를깨물고 11아픈것과종기로인하여하늘

의하나님을훼방하고저희행위를회개치아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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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또여섯째가그대접을큰강유브라데에쏟으매강

물이말라서동방에서오는왕들의길이예비되더라

13또내가보매개구리같은세더러운영이용의입과

짐승의입과거짓선지자의입에서나오니 14저희는

귀신의영이라이적을행하여온천하임금들에게가

서하나님곧전능하신이의큰날에전쟁을위하여그

들을모으더라 15보라, 내가도적같이오리니누구든

지깨어자기옷을지켜벌거벗고다니지아니하며자

기의부끄러움을보이지아니하는자가복이있도다

16세영이히브리음으로아마겟돈이라하는곳으로

왕들을모으더라 17일곱째가그대접을공기가운데

쏟으매큰음성이성전에서보좌로부터나서가로되

`되었다' 하니 18번개와음성들과뇌성이있고또지진

이있어어찌큰지사람이땅에있어옴으로이같이큰

지진이없었더라 19큰성이세갈래로갈라지고만국

의성들도무너지니큰성바벨론이하나님앞에기억

하신바되어그의맹렬한진노의포도주잔을받으매

20각섬도없어지고산악도간데없더라 21또중수가

한달란트나되는큰우박이하늘로부터사람들에게

내리매사람들이그박재로인하여하나님을훼방하니

그재앙이심히큼이러라

17또일곱대접을가진일곱천사중하나가와서내

게말하여가로되이리오라많은물위에앉은큰음녀

의받을심판을네게보이리라 2땅의임금들도그로

더불어음행하였고땅에거하는자들도그음행의포

도주에취하였다하고 3곧성령으로나를데리고광야

로가니라내가보니여자가붉은빛짐승을탔는데그

짐승의몸에참람된이름들이가득하고일곱머리와

열뿔이있으며 4그여자는자주빛과붉은빛옷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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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과보석과진주로꾸미고손에금잔을가졌는데

가증한물건과그의음행의더러운것들이가득하더라

5그이마에이름이기록되었으니비밀이라, 큰바벨론

이라, 땅의음녀들과가증한것들의어미라하였더라 6

또내가보매이여자가성도들의피와예수의증인들

의피에취한지라내가그여자를보고기이히여기고

크게기이히여기니 7천사가가로되 `왜기이히여기

느냐내가여자와그의탄바일곱머리와열뿔가진

짐승의비밀을네게이르리라 8네가본짐승은전에

있었다가시방없으나장차무저갱으로부터올라와멸

망으로들어갈자니땅에거하는자들로서창세이후

로생명책에녹명되지못한자들이이전에있었다가

시방없으나장차나올짐승을보고기이히여기리라

(Abyssos g12) 9지혜있는뜻이여기있으니그일곱머리

는여자가앉은일곱산이요 10또일곱왕이라다섯은

망하였고하나는있고다른이는아직이르지아니하

였으나이르면반드시잠간동안계속하리라 11전에있

었다가시방없어진짐승은여덟째왕이니일곱중에

속한자라저가멸망으로들어가리라 12네가보던열

뿔은열왕이니아직나라를얻지못하였으나다만짐

승으로더불어임금처럼권세를일시동안받으리라 13

저희가한뜻을가지고자기의능력과권세를짐승에

게주더라 14저희가어린양으로더불어싸우려니와

어린양은만주의주시요만왕의왕이시므로저희를

이기실터이요또그와함께있는자들곧부르심을입

고빼내심을얻고진실한자들은이기리로다' 15또천

사가내게말하되네가본바음녀의앉은물은백성과

무리와열국과방언들이니라 16네가본바이열뿔과

짐승이음녀를미워하여망하게하고벌거벗게하고



요한계시록 2272

그살을먹고불로아주사르리라 17하나님이자기뜻

대로할마음을저희에게주사한뜻을이루게하시고

저희나라를그짐승에게주게하시되하나님말씀이

응하기까지하심이니라 18또내가본바여자는땅의

임금들을다스리는큰성이라하더라

18이일후에다른천사가하늘에서내려오는것을

보니큰권세를가졌는데그의영광으로땅이환하여

지더라 2힘센음성으로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무너

졌도다큰성바벨론이여귀신의처소와각종더러운

영의모이는곳과각종더럽고가증한새의모이는곳

이되었도다 3그음행의진노의포도주를인하여만국

이무너졌으며또땅의왕들이그로더불어음행하였

으며땅의상고들도그사치의세력을인하여치부하

였도다'하더라 4또내가들으니하늘로서다른음성

이나서가로되 `내백성아거기서나와그의죄에참여

하지말고그의받을재앙들을받지말라 5그죄는하

늘에사무쳤으며하나님은그의불의한일을기억하신

지라 6그가준그대로그에게주고그의행위대로갑

절을갚아주고그의섞은잔에도갑절이나섞어그에

게주라 7그가어떻게자기를영화롭게하였으며사치

하였든지그만큼고난과애통으로갚아주라그가마

음에말하기를나는여황으로앉은자요과부가아니

라결단코애통을당하지아니하리라하니 8그러므로

하루동안에그재앙들이이르리니곧사망과애통과

흉년이라그가또한불에살라지리니그를심판하신

주하나님은강하신자이심이니라 9그와함께음행하

고사치하던땅의왕들이그불붙는연기를보고위하

여울고가슴을치며 10그고난을무서워하여멀리서

서가로되화있도다,화있도다큰성견고한성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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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여일시간에네심판이이르렀다' 하리로다 11땅

의상고들이그를위하여울고애통하는것은다시그

상품을사는자가없음이라 12그상품은금과은과보

석과진주와세마포와자주옷감과비단과붉은옷감

이요각종향목과각종상아기명이요값진나무와진

유와철과옥석으로만든각종기명이요 13계피와향

료와향과향유와유향과포도주와감람유와고운밀

가루와밀과소와양과말과수레와종들과사람의영

혼들이라 14바벨론아네영혼의탐하던과실이네게서

떠났으며맛있는것들과빛난것들이다없어졌으니

사람들이결코이것들을다시보지못하리로다 15바벨

론을인하여치부한이상품의상고들이그고난을무

서워하여멀리서서울고애통하여 16가로되 `화있도

다화있도다큰성이여세마포와자주와붉은옷을입

고금과보석과진주로꾸민것인데 17그러한부가일

시간에망하였도다각선장과각처를다니는선객들과

선인들과바다에서일하는자들이멀리서서 18그불

붙는연기를보고외쳐가로되이큰성과같은성이어

디있느뇨' 하며 19티끌을자기머리에뿌리고울고애

통하여외쳐가로되 `화있도다화있도다이큰성이여

바다에서배부리는모든자들이너의보배로운상품

을인하여치부하였더니일시간에망하였도다 20하늘

과성도들과사도들과선지자들아그를인하여즐거워

하라하나님이너희를신원하시는심판을그에게하셨

음이라'하더라 21이에한힘센천사가큰맷돌같은돌

을들어바다에던져가로되큰성바벨론이이같이몹

시떨어져결코다시보이지아니하리로다 22또거문

고타는자와풍류하는자와퉁소부는자와나팔부는

자들의소리가결코다시네가운데서들리지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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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론어떠한세공업자든지결코다시네가운데서

보이지아니하고또맷돌소리가다시네가운데서들

리지아니하고 23등불빛이결코다시네가운데서비

취지아니하고신랑과신부의음성이결코다시네가

운데서들리지아니하리로다너의상고들은땅의왕족

들이라네복술을인하여만국이미혹되었도다 24선지

자들과성도들과및땅위에서죽임을당한모든자의

피가이성중에서보였느니라하더라

19이일후에내가들으니하늘에허다한무리의큰

음성같은것이있어가로되 `할렐루야구원과영광과

능력이우리하나님께있도다 2그의심판은참되고의

로운지라음행으로땅을더럽게한큰음녀를심판하

사자기종들의피를그의손에갚으셨도다' 하고 3두

번째가로되할렐루야하더니그연기가세세토록올

라가더라 (aiōn g165) 4또이십사장로와네생물이엎드

려보좌에앉으신하나님께경배하여가로되 `아멘, 할

렐루야'하니 5보좌에서음성이나서가로되 `하나님

의종들곧그를경외하는너희들아무론대소하고다

우리하나님께찬송하라' 6또내가들으니허다한무

리의음성도같고많은물소리도같고큰뇌성도같아

서가로되 `할렐루야주우리하나님곧전능하신이가

통치하시도다 7우리가즐거워하고크게기뻐하여그

에게영광을돌리세어린양의혼인기약이이르렀고

그아내가예비하였으니 8그에게허락하사빛나고깨

끗한세마포를입게하셨은즉이세마포는성도들의

옳은행실이로다' 하더라 9천사가내게말하기를기록

하라어린양의혼인잔치에청함을입은자들이복이

있도다하고또내게말하되 `이것은하나님의참되신

말씀이라'하기로 10내가그발앞에엎드려경배하려



요한계시록 2275

하니그가나더러말하기를 `나는너와및예수의증거

를받은네형제들과같이된종이니삼가그리하지말

고오직하나님께경배하라예수의증거는대언의영

이라' 하더라 11또내가하늘이열린것을보니보라백

마와탄자가있으니그이름은충신과진실이라그가

공의로심판하며싸우더라 12그눈이불꽃같고그머

리에많은면류관이있고또이름쓴것이하나가있으

니자기밖에아는자가없고 13또그가피뿌린옷을

입었는데그이름은하나님의말씀이라칭하더라 14하

늘에있는군대들이희고깨끗한세마포를입고백마

를타고그를따르더라 15그의입에서이한검이나오

니그것으로만국을치겠고친히저희를철장으로다

스리며또친히하나님곧전능하신이의맹렬한진노

의포도주틀을밟겠고 16그옷과그다리에이름쓴것

이있으니만왕의왕이요만주의주라하였더라 17또

내가보니한천사가해에서서공중에나는모든새를

향하여큰음성으로외쳐가로되 `와서하나님의큰잔

치에모여 18왕들의고기와장군들의고기와장사들의

고기와말들과그탄자들의고기와자유한자들이나

종들이나무론대소하고모든자의고기를먹으라'하

더라 19또내가보매그짐승과땅의임금들과그군대

들이모여그말탄자와그의군대로더불어전쟁을일

으키다가 20짐승이잡히고그앞에서이적을행하던

거짓선지자도함께잡혔으니이는짐승의표를받고

그의우상에게경배하던자들을이적으로미혹하던자

라이둘이산채로유황불붙는못에던지우고 (Limnē Pyr

g3041 g4442) 21그나머지는말탄자의입으로나오는검

에죽으매모든새가그고기로배불리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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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또내가보매천사가무저갱열쇠와큰쇠사슬을

그손에가지고하늘로서내려와서 (Abyssos g12) 2용을

잡으니곧옛뱀이요마귀요사단이라잡아일천년동

안결박하여 3무저갱에던져잠그고그위에인봉하여

천년이차도록다시는만국을미혹하지못하게하였

다가그후에는반드시잠간놓이리라 (Abyssos g12) 4또

내가보좌들을보니거기앉은자들이있어심판하는

권세를받았더라또내가보니예수의증거와하나님

의말씀을인하여목베임을받은자의영혼들과또짐

승과그의우상에게경배하지도아니하고이마와손에

그의표를받지도아니한자들이살아서그리스도로

더불어천년동안왕노릇하니 5그나머지죽은자들은

그천년이차기까지살지못하더라) 이는첫째부활이

라 6이첫째부활에참여하는자들은복이있고거룩

하도다둘째사망이그들을다스리는권세가없고도

리어그들이하나님과그리스도의제사장이되어천년

동안그리스도로더불어왕노릇하리라 7천년이차매

사단이그옥에서놓여 8나와서땅의사방백성곧곡

과마곡을미혹하고모아싸움을붙이리니그수가바

다모래같으리라 9저희가지면에널리퍼져성도들의

진과사랑하시는성을두르매하늘에서불이내려와

저희를소멸하고 10또저희를미혹하는마귀가불과

유황못에던지우니거기는그짐승과거짓선지자들

도있어세세토록밤낮괴로움을받으리라 (aiōn g165,

Limnē Pyr g3041 g4442) 11또내가크고흰보좌와그위에

앉으신자를보니땅과하늘이그앞에서피하여간데

없더라 12또내가보니죽은자들이무론대소하고그

보좌앞에섰는데책들이펴있고또다른책이펴졌으

니곧생명책이라죽은자들이자기행위를따라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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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록된대로심판을받으니 13바다가그가운데서

죽은자들을내어주고또사망과음부도그가운데서

죽은자들을내어주매각사람이자기의행위대로심

판을받고 (Hadēs g86) 14사망과음부도불못에던지우니

이것은둘째사망곧불못이라 (Hadēs g86, Limnē Pyr g3041

g4442) 15누구든지생명책에기록되지못한자는불못

에던지우더라 (Limnē Pyr g3041 g4442)

21또내가새하늘과새땅을보니처음하늘과처음

땅이없어졌고바다도다시있지않더라 2또내가보

매거룩한성새예루살렘이하나님께로부터하늘에서

내려오니그예비한것이신부가남편을위하여단장

한것같더라 3내가들으니보좌에서큰음성이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장막이사람들과함께있으매

하나님이저희와함께거하시리니저희는하나님의백

성이되고하나님은친히저희와함께계셔서 4모든

눈물을그눈에서씻기시매다시사망이없고애통하

는것이나곡하는것이나아픈것이다시있지아니하

리니처음것들이다지나갔음이러라' 5보좌에앉으신

이가가라사대 `보라내가만물을새롭게하노라'하시

고또가라사대 `이말은신실하고참되니기록하라'하

시고 6또내게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나는알파와

오메가요처음과나중이라내가생명수샘물로목마른

자에게값없이주리니 7이기는자는이것들을유업으

로얻으리라나는저의하나님이되고그는내아들이

되리라 8그러나두려워하는자들과, 믿지아니하는자

들과, 흉악한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거짓말하는자들은불과유

황으로타는못에참여하리니이것이둘째사망이라

(Limnē Pyr g3041 g4442) 9일곱대접을가지고마지막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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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을담은일곱천사중하나가나아와서내게말하

여가로되이리오라내가신부곧어린양의아내를네

게보이리라'하고 10성령으로나를데리고크고높은

산으로올라가하나님께로부터하늘에서내려오는거

룩한성예루살렘을보이니 11하나님의영광이있으매

그성의빛이지극히귀한보석같고벽옥과수정같이

맑더라 12크고높은성곽이있고열두문이있는데문

에열두천사가있고그문들위에이름을썼으니이스

라엘자손열두지파의이름들이라 13동편에세문, 북

편에세문, 남편에세문, 서편에세문이니 14그성에

성곽은열두기초석이있고그위에어린양의십이

사도의열두이름이있더라 15내게말하는자가그성

과그문들과성곽을척량하려고금갈대를가졌더라

16그성은네모가반듯하여장광이같은지라그갈대

로그성을척량하니일만이천스다디온이요장과광

과고가같더라 17그성곽을척량하매일백사십사규

빗이니사람의척량곧천사의척량이라 18그성곽은

벽옥으로쌓였고그성은정금인데맑은유리같더라

19그성의성곽의기초석은각색보석으로꾸몄는데

첫째기초석은벽옥이요,둘째는남보석이요,세째는

옥수요,네째는녹보석이요, 20다섯째는홍마노요,여

섯째는홍보석이요,일곱째는황옥이요,여덟째는녹

옥이요, 아홉째는담황옥이요, 열째는비취옥이요, 열

한째는청옥이요, 열두째는자정이라 21그열두문은

열두진주니문마다한진주요성의길은맑은유리같

은정금이더라 22성안에성전을내가보지못하였으

니이는주하나님곧전능하신이와및어린양이그

성전이심이라 23그성은해나달의비췸이쓸데없으

니이는하나님의영광이비취고어린양이그등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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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 24만국이그빛가운데로다니고땅의왕들이

자기영광을가지고그리로들어오리라 25성문들을낮

에도무지닫지아니하리니거기는밤이없음이라 26

사람들이만국의영광과존귀를가지고그리로들어오

겠고 27무엇이든지속된것이나가증한일또는거짓

말하는자는결코그리로들어오지못하되오직어린

양의생명책에기록된자들뿐이라

22또저가수정같이맑은생명수의강을내게보이니

하나님과및어린양의보좌로부터나서 2길가운데로

흐르더라강좌우에생명나무가있어열두가지실과

를맺히되달마다그실과를맺히고그나무잎사귀들

은만국을소성하기위하여있더라 3다시저주가없으

며하나님과그어린양의보좌가그가운데있으리니

그의종들이그를섬기며 4그의얼굴을볼터이요그

의이름도저희이마에있으리라 5다시밤이없겠고

등불과햇빛이쓸데없으니이는주하나님이저희에

게비취심이라저희가세세토록왕노릇하리로다 (aiōn

g165) 6또그가내게말하기를이말은신실하고참된

자라주곧선지자들의영의하나님이그의종들에게

결코속히될일을보이시려고그의천사를보내셨도

다 7보라, 내가속히오리니이책의예언의말씀을지

키는자가복이있으리라하더라 8이것들을보고들은

자는나요한이니내가듣고볼때에이일을내게보이

던천사의발앞에경배하려고엎드렸더니 9저가내게

말하기를나는너와네형제선지자들과또이책의말

을지키는자들과함께된종이니그리하지말고오직

하나님께경배하라하더라 10또내게말하되이책의

예언의말씀을인봉하지말라때가가까우니라 11불의

를하는자는그대로불의를하고더러운자는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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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의로운자는그대로의를행하고거룩한자는

그대로거룩되게하라 12보라, 내가속히오리니내가

줄상이내게있어각사람에게그의일한대로갚아주

리라 13나는알파의오메가요처음과나중이요시작과

끝이라 14그두루마기를빠는자들은복이있으니이

는저희가생명나무에나아가며문들을통하여성에

들어갈권세를얻으려함이로다 15개들과술객들과행

음자들과살인자들과우상숭배자들과및거짓말을좋

아하며지어내는자마다성밖에있으리라 16나예수

는교회들을위하여내사자를보내어이것들을너희

에게증거하게하였노라나는다윗의뿌리요자손이니

곧광명한새벽별이라하시더라 17성령과신부가말씀

하시기를오라하시는도다듣는자도오라할것이요

목마른자도올것이요또원하는자는값없이생명수

를받으라하시더라 18내가이책의예언의말씀을듣

는각인에게증거하노니만일누구든지이것들외에

더하면하나님이이책에기록된재앙들을그에게더

하실터이요 19만일누구든지이책의예언의말씀에

서제하여버리면하나님이이책에기록된생명나무

와및거룩한성에참여함을제하여버리시리라 20이

것들을증거하신이가가라사대내가진실로속히오

리라! 하시거늘아멘주예수여! 오시옵소서 21주예수

의은혜가모든자들에게있을지어다! 아멘





또내가보매거룩한성새예루살렘이하나님께로부터하늘에서내려오니그예비한것이

신부가남편을위하여단장한것같더라내가들으니보좌에서큰음성이나서가로되 `보

라,하나님의장막이사람들과함께있으매하나님이저희와함께거하시리니저희는하나

님의백성이되고하나님은친히저희와함께계셔서

요한계시록 21:2-3



독자안내서
한국어 at AionianBible.org/Readers-Guide

The Aionian Bible republishes public domain and Creative Common Bible texts that
are 100% free to copy and print. The original translation is unaltered and notes are
added to help your study. The notes show the location of ten special Greek and Hebrew
Aionian Glossary words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God’s love for individuals and for
all mankind, and the nature of afterlife destinies.

Who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Bible and examine the underlying Hebrew and
Greek words? That is a good question! We read in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which you received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for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concerning all things, and is true, and is
no lie, and even as it taught you, you remain in him.” Every Christian is qualified to
interpret the Bible! Now that does not mean we will all agree. Each of us is still growing
in our understanding of the truth. However, it does mean that there is no infallible human
or tradition to answer all our questions. Instead the Holy Spirit helps each of us to know
the truth and grow closer to God and each other.

The Bible is a library with 66 books in the Protestant Canon. The best way to learn
God’s word is to read entire books. Read the book of Genesis. Read the book of
John. Read the entire Bible library. Topical studies and cross-referencing can be good.
However, the safest way to understand context and meaning is to read whole Bible
books. Chapter and verse numbers were added for convenience in the 16th century, but
unfortunately they can cause the Bible to seem like an encyclopedia. The Aionian Bible
is formatted with simple verse numbering, minimal notes, and no cross-referencing in
order to encourage the reading of Bible books.

Bible reading must also begin with prayer. Any Christian is qualified to interpret the Bible
with God’s help. However, this freedom is also a responsibility because without the Holy
Spirit we cannot interpret accurately. We read in 1 Corinthians 2:13-14, “And we speak
of these things, not with words taught by human wisdom, but with those taught by the
Spirit, comparing spiritual things with spiritual things. Now the natural person does not
receive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So we cannot understand in
our natural self, but we can with God’s help through prayer.

The Holy Spirit is the best writer and he uses literary devices such as introductions,
conclusions, paragraphs, and metaphors. He also writes various genres including
historical narrative, prose, and poetry. So Bible study must spiritually discern and
understand literature. Pray, read, observe, interpret, and apply. Finally,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by God,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proper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2 Timothy 2:15. “God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exceedingly great promises; that through these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y lust. Yes,
and for this very cause adding on your part all diligence, in your faith supply moral
excellence; and in moral excellence, knowledge; and in knowledge, self-control; and in
self-control patience; and in patience godliness; and in godliness brotherly affection; and
in brotherly affection, love. For if these things are yours and abound, they make you to
be not idle nor unfruitful to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2 Peter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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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onian Bible un-translates and instead transliterates ten special words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extent of God’s love for individuals and all mankind, and the
nature of afterlife destinies. The original translation is unaltered and a note is added to
63 Old Testament and 200 New Testament verses. Compare the meanings below to the
Strong's Concordance and Glossary definitions.

Abyssos
Language: Koine Greek
Speech: proper noun, place
Usage: 9 times in 3 books, 6 chapters, and 9 verses
Strongs: g12
Meaning:

Temporary prison for special fallen angels such as Apollyon, the Beast, and Satan.

aïdios
Language: Koine Greek
Speech: adjective
Usage: 2 times in Romans 1:20 and Jude 6
Strongs: g126
Meaning:

Lasting, enduring forever, eternal.

aiōn
Language: Koine Greek
Speech: noun
Usage: 127 times in 22 books, 75 chapters, and 102 verses
Strongs: g165
Meaning:

A lifetime or time period with a beginning and end, an era, an age, the completion of
which is beyond human perception, but known only to God the creator of the aiōns,
Hebrews 1:2. Never meaning simple endless or infinite chronological time in Koine
Greek usage. Read Dr. Heleen Keizer and Ramelli and Konstan for proofs.

aiōnios
Language: Koine Greek
Speech: adjective
Usage: 71 times in 19 books, 44 chapters, and 69 verses
Strongs: g166
Meaning:

From start to finish, pertaining to the age, lifetime, entirety, complete, or even
consummate. Never meaning simple endless or infinite chronological time in Koine
Greek usage. Read Dr. Heleen Keizer and Ramelli and Konstan for p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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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nna
Language: Koine Greek
Speech: proper noun, place
Usage: 12 times in 4 books, 7 chapters, and 12 verses
Strongs: g1067
Meaning:

Valley of Hinnom, Jerusalem's trash dump, a place of ruin, destruction, and judgment
in this life, or the next, though not eternal to Jesus' audience.

Hadēs
Language: Koine Greek
Speech: proper noun, place
Usage: 11 times in 5 books, 9 chapters, and 11 verses
Strongs: g86
Meaning:

Synonomous with Sheol, though in New Testament usage Hades is the temporal
place of punishment for deceased unbelieving mankind, distinct from Paradise for
deceased believers.

Limnē Pyr
Language: Koine Greek
Speech: proper noun, place
Usage: Phrase 5 times in the New Testament
Strongs: g3041 g4442
Meaning:

Lake of Fire, final punishment for those not named in the Book of Lif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Matthew 25:41.

Sheol
Language: Hebrew
Speech: proper noun, place
Usage: 65 times in 17 books, 50 chapters, and 63 verses
Strongs: h7585
Meaning:

The grave or temporal afterlife world of both the righteous and unrighteous, believing
and unbelieving, until the general resurrection.

Tartaroō
Language: Koine Greek
Speech: proper noun, place
Usage: 1 time in 2 Peter 2:4
Strongs: g5020
Meaning:

Temporary prison for particular fallen angels awaiting fi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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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references are below. Strong's Hebrew and Greek number notes are added to
63 Old Testament and 200 New Testament verses. Questioned verse translations do not
contain Aionian Glossary words and may wrongly imply eternal or Hell. * The note
placement is skipped or adjusted for verses with non-standard nu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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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한국어 at AionianBible.org/Destiny

The Aionian Bible shows the location of ten special Greek and Hebrew Aionian Glossary
words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God’s love for individuals and for all mankind, and
the nature of after-life destinies. The underlying Hebrew and Greek words typically
translated as Hell show us that there are not just two after-life destinies, Heaven or Hell.
Instead,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locations, each with different purposes, different
durations, and different inhabitants. Locations include 1) Old Testament Sheol and New
Testament Hadēs, 2) Geenna, 3) Tartaroō, 4) Abyssos, 5) Limnē Pyr, 6) Paradise, 7)
The New Heaven, and 8) The New Earth. So there is reason to review our conclusions
about the destinies of redeemed mankind and fallen angels.

The key observation is that fallen angels will be present at the final judgment, 2 Peter
2:4 and Jude 6. Traditionally, we understand the separation of the Sheep and the Goats
at the final judgment to divide believing from unbelieving mankind, Matthew 25:31-46
and Revelation 20:11-15. However, the presence of fallen angels alternatively suggests
that Jesus is separating redeemed mankind from the fallen angels. We do know that
Jesus is the helper of mankind and not the helper of the Devil, Hebrews 2. We also
know that Jesus has atoned for the sins of all mankind, both believer and unbeliever
alike, 1 John 2:1-2. Deceased believers are rewarded in Paradise, Luke 23:43, while
unbelievers are punished in Hades as the story of Lazarus makes plain, Luke 16:19-31.
Yet less commonly known, the punishment of this selfish man and all unbelievers is
before the final judgment, is temporal, and is punctuated when Hades is evacuated,
Revelation 20:13. So is there hope beyond Hades for unbelieving mankind? Jesus
promise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prevail,” Matthew 16:18. Paul asks, “Hades where
is your victory?” 1 Corinthians 15:55. John wrote, “Hades gives up,” Revelation 20:13.

Jesus comforts us saying, “Do not be afraid,” because he holds the keys to unlock death
and Hades, Revelation 1:18. Yet too often our Good News sounds like a warning to “be
afraid” because Jesus holds the keys to lock Hades! Wow, we have it backwards! Hades
will be evacuated! And to guarrantee hope, once emptied, Hades i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never needed again, Revelation 20:14.

Finally, we read that anyone whose name is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i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e second death, with no exit ever mentioned or promised, Revelation
21:1-8. So are those evacuated from Hades then,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Certainly, the Lake of Fire is the destiny of the Goats. But, do not be afraid. Instead,
read the Bible's explicit mention of the purpose of the Lake of Fire and the identity of the
Goats, “Then he will say also to those on the left hand, ‘Depart from me, you cursed,
into the consummate fire which is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Matthew
25:41. Good news for all mankind!

Faith is not a pen to write your own name in the Book of Life. Instead, faith is the
glasses to see that the love of Christ for all mankind has already written our names in
Heaven. Jesus said,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John 15:16. Though
unbelievers will suffer regrettable punishment in Hades, redeemed mankind will never
enter the Lake of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And as God promised, all
mankind will worship Christ together forever, Philippians 2:9-11.

https://www.AionianBible.org/Destiny
https://www.AionianBible.org/Destiny
https://www.AionianBible.org/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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