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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예레미야(Jeremiah) 

33:1-3 

 



 
1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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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hile Jeremiah was still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 second time:  
 2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the LORD is his name:  
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렘 1:16)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
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
악을 징계하리라 
(렘 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
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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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7:3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
며 
 (렘 7:31)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
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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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8: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
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
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렘 8:2)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
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
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
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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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8:3)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
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렘 26: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
라 
 



 
 
 
 
 
 
 
 

(렘 29:10)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
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
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31: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
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
이라 그 심령은 물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
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렘 31: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렘 32:41)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렘 32:42)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
들에게 내리리라 
 

 
 

 



   
(렘 33: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임하니라 가라사대  
(렘 33:2)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자는 여호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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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