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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5월  7일(주일)

(엡 5:16)

5월  9일(화)

(요 3:21)

5월  10일(수)

(고후 2:15)

5월  11일(목)

(고후 2:16)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5월  8일(월)

(요 3:20)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월  12일(금)

(고전 10:12)

5월  13일(토)

(고전 10:13)



37

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Ephesians 5:16)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John 3:21) “But he who practices the truth comes to the Light, so that 
his deeds may be manifested as having been wrought in God.”

(2 Corinthians 2:16) “To the one an aroma from death to death, to the 
other an aroma from life to life. And who is adequate for these things?”

(1 Corinthians 10:12)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1 Corinthians 10:13)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 May 7 (Sun.) 

● May 8 (Mon.) 

● May 9 (Tue.)

● May 10 (Wed.)

● May 11 (Thu.)        

● May 12 (Fri.)       

● May 13 (Sat.) 

(2 Corinthians 2:15) “For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John 3:20) “For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