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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세기 3:15 (Genesis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 offspring;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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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창세기 12:1-2 (Genesis 12: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1/17  출애굽기 19:5-6 (Exodus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Now therefore, if you will indeed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you sha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mong all peoples, for all the earth is mine;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that you shall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2/21  사무엘하 22:31 (2 Samuel 22:31)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This God—his way is perfect; 
the word of the Lord proves true; 
he is a shield for all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1/24  레위기 19:1-2 (Leviticus 19: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And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1/31  민수기 23:19 (Numbers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God is not man, that he should lie, or a son of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Has he said, and will he not do it? 
Or has he spoken, and will he not fulfill it?
 

2/7  여호수아 1:8 (Joshua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2/14  사무엘상 12:23-24 (1 Samuel 12:23-24)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Moreover,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ceas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instruct you in the good and the right way. 
Only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For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But if you still do wickedly, you shall be swept away, 
both you and your 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