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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4월  2일(주일)

(막 9:23)

4월  4일(화)

(막 16:17)

4월  5일(수)

(막 16:18)

4월  6일(목)

(막 16:2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4월  3일(월)

(막 11:23)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4월  7일(금)

(마 5:23)

4월  8일(토)

(마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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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Mark 9:23) “And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Mark 16:17)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have believed: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new 
tongues.”

(Mark 16:20)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the word by the signs that 
followed.”

(Matthew 5:23) “Therefore if you are presenting your offering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Matthew 5:24) “Leave your offering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present your 
offering.”

● Apr. 2 (Sun.) 

● Apr. 3 (Mon.) 

● Apr. 4 (Tue.)

● Apr. 5 (Wed.)

● Apr. 6 (Thu.)        

● Apr. 7 (Fri.)       

● Apr. 8 (Sat.) 

(Mark 16:18) “They will pick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Mark 11:23) “Tru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is going to happen, it will be granted 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