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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3월  5일(주일)

(삼상 12:23)

3월  7일(화)

(시 30:2)

3월  8일(수)

(시 34:15)

3월  9일(목)

(시 86:7)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3월  6일(월)

(렘 29:12)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월  10일(금)

(렘 33:3)

3월  11일(토)

(마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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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1 Samuel 12:23) “Moreover,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ceasing to pray for you; but I will instruct you 
in the good and right way.”

(Psalm 30:2) “O Lord my God, I cried to You for help, and You healed 
me.”

(Psalm 86:7) “In the day of my trouble I shall call upon You, for You 
will answer me.”

(Jeremiah 33: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Matthew 6:6) “But you, when you pray, go into your inner room, close 
your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 Mar. 5 (Sun.) 

● Mar. 6 (Mon.) 

● Mar. 7 (Tue.)

● Mar. 8 (Wed.)

● Mar. 9 (Thu.)        

● Mar. 10 (Fri.)       

● Mar. 11 (Sat.) 

(Psalm 34:15) “The eyes of the LORD are toward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cry.”

(Jeremiah 29:12)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