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금주의 성경구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4월  9일(주일)

(마 16:24)

4월  11일(화)

(마 16:26)

4월  12일(수)

(마 16:27)

4월  13일(목)

(마 10:37)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4월  10일(월)

(마 16:25)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월  14일(금)

(마 10:38)

4월  15일(토)

(마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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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Matthew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6)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Matthew 10:37)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Matthew 10:38) “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Matthew 10:39) “He who has found his life will lose it, and he who 
has lost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 Apr. 9 (Sun.) 

● Apr. 10 (Mon.) 

● Apr. 11 (Tue.)

● Apr. 12 (Wed.)

● Apr. 13 (Thu.)        

● Apr. 14 (Fri.)       

● Apr. 15 (Sat.) 

(Matthew 16:27)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will then repay every man according 
to his deeds.”

(Matthew 16:25)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