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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구절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5월  14일(주일)

(고후 12:12)

5월  16일(화)

(갈 2:20)

5월  17일(수)

(고전 12:25)

5월  18일(목)

(고전 12:2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5월  15일(월)

(갈 4:6)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5월  19일(금)

(고전 12:27)

5월  20일(토)

(고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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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은 NASB 성경 인용DAILY BIBLE VERSE

(2 Corinthians 12:12) “The signs of a true apostle were performed 
among you with all perseverance, by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1 Corinthians 12:26) “And if one member suffers, all the members 
suffer with it; if one member is honored, all the members rejoice with 
it.”

(1 Corinthians 12:27) “Now you are Christ’s body,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1 Corinthians 12:28) “And God has appointed in the church, first 
apostles, second prophets, third teachers, then miracles, then gifts of 
healings, helps, administrations, various kinds of tongues.”

● May 14 (Sun.) 

● May 15 (Mon.) 

● May 16 (Tue.)

● May 17 (Wed.)

● May 18 (Thu.)        

● May 19 (Fri.)       

● May 20 (Sat.) 

(1 Corinthians 12:25) “So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the members may have the same care for one another.”

(Galatians 4:6)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