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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월  29일(주일)

(욥 8:7)

1월  31일(화)

(전 2:22)

2월  1일(수)

(전 2:23)

2월  2일(목)

(전 3:11)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1월  30일(월)

(욥 23:10)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2월  3일(금)

(전 3:12)

2월  4일(토)

(전 3:18)



37

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Job 8:7) “Though your beginning was insignificant, yet your end will 
increase greatly.”

(Ecclesiastes 2:22) “For what does a man get in all his labor and in 
his striving with which he labors under the sun?”

(Ecclesiastes 3:11) “He has made everything appropriate in it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ir heart, yet so that man will not find out 
the work which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even to the end.”

(Ecclesiastes 3:12)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them than to 
rejoice and to do good in one’s lifetime.”

(Ecclesiastes 3:18) “I said to myself concerning the sons of men, 
‘God has surely tested them in order for them to see that they are but 
beasts.’”

● Jan. 29 (Sun.) 

● Jan. 30 (Mon.) 

● Jan. 31 (Tue.)

● Feb. 1 (Wed.)

● Feb. 2 (Thu.)        

● Feb. 3 (Fri.)       

● Feb. 4 (Sat.) 

(Ecclesiastes 2:23) “Because all his days his task is painful and 
grievous; even at night his mind does not rest. This too is vanity.”

(Job 23:10) “But He knows the way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