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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월  5일(주일)

(전 12:13)

2월  7일(화)

(사 1:18)

2월  8일(수)

(사 1:19)

2월  9일(목)

(사 1: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2월  6일(월)

(전 12:14)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2월  10일(금)

(갈 5:24)

2월  11일(토)

(고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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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Ecclesiastes 12:13) “The conclusion, when all has been heard, is: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because this applies to every 
person.”

(Isaiah 1:18)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Isaiah 1:20) “‘But if you refuse and rebel, you will be devoured by the 
sword.’ Truly,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Galatians 5:24) “Now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1 Corinthians 2:13) “Which things we also speak, not in words 
taught by human wisdom, but in those taught by the Spirit, combining 
spiritual thoughts with spiritual words.”

● Feb. 5 (Sun.) 

● Feb. 6 (Mon.) 

● Feb. 7 (Tue.)

● Feb. 8 (Wed.)

● Feb. 9 (Thu.)        

● Feb. 10 (Fri.)       

● Feb. 11 (Sat.) 

(Isaiah 1:19) “If you consent and obey, you will eat the best of the 
land.”

(Ecclesiastes 12:14) “For God will bring every act to judgment, 
everything which is hidden, whether it is good or ev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