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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월  12일(주일)

(롬 8:26)

2월  14일(화)

(롬 8:28)

2월  15일(수)

(롬 10:9)

2월  16일(목)

(롬 10:1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월  13일(월)

(롬 8:27)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월  17일(금)

(마 12:19)

2월  18일(토)

(마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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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Romans 8:26) “In the same way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how to pray as we should,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Romans 8:28)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10:10)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Matthew 12:19) “He will not quarrel, nor cry out; nor will anyone hear 
His voice in the streets.”

(Matthew 12:20) “A battered reed He will not break off, and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put out, until He leads justice to victory.”

● Feb. 12 (Sun.) 

● Feb. 13 (Mon.) 

● Feb. 14 (Tue.)

● Feb. 15 (Wed.)

● Feb. 16 (Thu.)        

● Feb. 17 (Fri.)       

● Feb. 18 (Sat.) 

(Romans 10:9)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Romans 8:27)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what the 
mind of the Spirit is, because He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