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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찌)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월  26일(주일)

(약 5:13)

3월  28일(화)

(약 5:16)

3월  29일(수)

(벧전 4:7)

3월  30일(목)

(계 5:8)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3월  27일(월)

(약 5:15)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월  31일(금)

(계 8:3)

4월  1일(토)

(시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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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James 5:13)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Then he must pray. Is 
anyone cheerful? He is to sing praises.”

(James 5:16)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can accomplish much.”

(Revelation 5:8) “When He had taken the book,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one hold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velation 8:3) “Another angel came and stood at the altar, holding a 
golden censer; and much incense was given to him, so that he might 
add it to the prayers of all the saints on the golden altar which was 
before the throne.”

(Psalm 102:2)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incline Your ear to me; in the day when I call answer me 
quickly.”

● Mar. 26 (Sun.) 

● Mar. 27 (Mon.) 

● Mar. 28 (Tue.)

● Mar. 29 (Wed.)

● Mar. 30 (Thu.)        

● Mar. 31 (Fri.)       

● Apr. 1 (Sat.) 

(1 Peter 4:7)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of sound 
judgment and sober spirit for the purpose of prayer.”

(James 5:15)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they will be forgiven 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