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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4월  23일(주일)

(고전 15:51)

4월  25일(화)

(고전 15:53)

4월  26일(수)

(마 5:39)

4월  27일(목)

(마 5:40)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4월  24일(월)

(고전 15:5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월  28일(금)

(마 5:41)

4월  29일(토)

(마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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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1 Corinthians 15:51)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1 Corinthians 15:53)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Matthew 5:40) “If anyone wants to sue you and take your shirt, let 
him have your coat also.”

(Matthew 5:41) “Whoever forces you to go one mile, go with him two.”

(Matthew 5:42) “Give to him who asks of you, and do not turn away 
from him who wants to borrow from you.”

● Apr. 23 (Sun.) 

● Apr. 24 (Mon.) 

● Apr. 25 (Tue.)

● Apr. 26 (Wed.)

● Apr. 27 (Thu.)        

● Apr. 28 (Fri.)       

● Apr. 29 (Sat.) 

(Matthew 5:39) “But I say to you,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but 
whoever slaps you on your right cheek, turn the other to him also.”

(1 Corinthians 15:52)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