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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월  16일(주일)

(고전 15:19)

4월  18일(화)

(고전 15:21)

4월  19일(수)

(고전 15:22)

4월  20일(목)

(고전 15:42)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4월  17일(월)

(고전 15:20)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월  21일(금)

(고전 15:43)

4월  22일(토)

(고전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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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1 Corinthians 15:19)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1 Corinthians 15:21) “For since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also 
cam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1 Corinthians 15:42) “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t is 
sown a perishable body, it is raised an imperishable body.”

(1 Corinthians 15:43)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it is 
sown in weakness, it is raised in power.”

(1 Corinthians 15:44)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If there is a natural body, there is also a spiritual body.”

● Apr. 16 (Sun.) 

● Apr. 17 (Mon.) 

● Apr. 18 (Tue.)

● Apr. 19 (Wed.)

● Apr. 20 (Thu.)        

● Apr. 21 (Fri.)       

● Apr. 22 (Sat.) 

(1 Corinthians 15:22)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1 Corinthians 15:20)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