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ripture Readings in Korean 

for  

Diocesan Convention Worship Service  

  



 

Zephaniah 

1:7, 12-18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끼 같이 가라 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Psalm 123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1Thessalonians  

5:1-11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Matthew 

25:14-30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