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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월  19일(주일)

(마 13:49)

2월  21일(화)

(마 15:11)

2월  22일(수)

(마 15:14)

2월  23일(목)

(마 16:17)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2월  20일(월)

(마 13:50)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월  24일(금)

(마 16:18)

2월  25일(토)

(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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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Matthew 13:49)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come forth and take out the wicked from among the righteous.”

(Matthew 15:11) “It is not what enters into the mouth that defiles the 
man, but w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this defiles the man.”

(Matthew 16:17) “And Jesus said to him,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 because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Matthew 16:18)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Matthew 16: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 Feb. 19 (Sun.) 

● Feb. 20 (Mon.) 

● Feb. 21 (Tue.)

● Feb. 22 (Wed.)

● Feb. 23 (Thu.)        

● Feb. 24 (Fri.)       

● Feb. 25 (Sat.) 

(Matthew 15:14) “Let them alone; they are blind guides of the blind. 
And if a blind man guides a blind man, both will fall into a pit.”

(Matthew 13:50) “And will throw them into the furnace of fire;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