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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월  26일(주일)

(마 18:3)

2월  28일(화)

(마 18:35)

3월  1일(수)

(마 19:29)

3월  2일(목)

(마 19:30)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2월  27일(월)

(마 18:4)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월  3일(금)

(마 20:27)

3월  4일(토)

(마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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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Matthew 18:3) “And said,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are 
converted and become like children,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18:35) “My heavenly Father will also do the same to you, if 
each of you does not forgive his brother from your heart.”

(Matthew 19:30)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Matthew 20:27)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shall be 
your slave.”

(Matthew 20:28)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 Feb. 26 (Sun.) 

● Feb. 27 (Mon.) 

● Feb. 28 (Tue.)

● Mar. 1 (Wed.)

● Mar. 2 (Thu.)        

● Mar. 3 (Fri.)       

● Mar. 4 (Sat.) 

(Matthew 19:29)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arms for My name’s sake, 
will receive many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Matthew 18:4) “Whoever then humbles himself as this child, he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