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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1월  1일(주일)

(겔 36:26)

1월  3일(화)

(합 2:14)

1월  4일(수)

(시 37:6)

1월  5일(목)

(엡 2:20)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찌)라

1월  2일(월)

(겔 36:27)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월  6일(금)

(엡 2:21)

1월  7일(토)

(엡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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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Ezekiel 36:26) “Moreover,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you; and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from your flesh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Habakkuk 2:14)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Ephesians 2:20)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 stone.”

(Ephesians 2:21)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fitted together, is 
growing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Ephesians 2:22) “In who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of God in the Spirit.”

● Jan. 1 (Sun.) 

● Jan. 2 (Mon.) 

● Jan. 3 (Tue.)

●Jan. 4 (Wed.)

● Jan. 5 (Thu.)        

● Jan. 6 (Fri.)       

● Jan. 7 (Sat.) 

(Psalm 37:6) “He will bring forth your righteousness as the light and 
your judgment as the noonday.”

(Ezekiel 36:27)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s, and you will be careful to observe My ordin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