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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줄 생각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3월  12일(주일)

(마 6:7)

3월  14일(화)

(마 21:22)

3월  15일(수)

(마 26:41)

3월  16일(목)

(막 11:24)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3월  13일(월)

(마 21:13)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3월  17일(금)

(행 2:42)

3월  18일(토)

(행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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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Matthew 6:7) “And when you are praying, do not use meaningless 
repetition as the Gentiles do, for they suppose that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Matthew 21:22) “And all things you ask in prayer, believing, you will 
receive.”

(Mark 11:24) “Therefore I say to you, all things for which you pray and 
ask,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them, and they will be granted 
you.”

(Acts 2:42)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cts 6:4) “But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 Mar. 12 (Sun.) 

● Mar. 13 (Mon.) 

● Mar. 14 (Tue.)

● Mar. 15 (Wed.)

● Mar. 16 (Thu.)        

● Mar. 17 (Fri.)       

● Mar. 18 (Sat.) 

(Matthew 26:41) “Keep watching and praying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atthew 21:13) “And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robbers’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