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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기

신앙의 기본기
하루에 10분씩! 말씀 읽고 기도하며 실천하기



7월
일시 본문/제목

1금 시 40:1-45:17/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2토 시 46:1-50:23/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3주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4월 시 51:1-57:11/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5화 시 58:1-64:10/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6목 시 65:1-68:35/하나님이여, 나의 찬송이

7목 시 69:1-72:20/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금 시 73:1-77:20/하나님이 참으로

9토 시 78:1-79:13/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10주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

11월 시 80:1-85:13/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12화 시 86:1-89:52/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13수 시 90:1-95:11/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14목 시 96:1-102:28/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15금 시 103:1-104:35/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16토 시 105:1-106:48/여호와께 감사하고

17주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교회설립 20주년 주일

18월 시 107:1-109:31/여호와께 감사하라①

19화 시 110:1-117:2/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20수 시 118:1-119:64/여호와께 감사하라②

21목 시 119:65-119:176/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22금 시 120:1-132:18/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일시 본문/제목

23토 시 133:1-138:8/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24주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25월 시 139:1-144:15/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26화 시 145:1-150:6/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27수 잠 1:1-3:35/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28목 잠 4:1-6:35/아들들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29금 잠 7:1-9:18/해가 되는 이의 길을 조심하라

30토 잠 10:1-12:28/참된 지혜로운 자①

31주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8월
1월 잠 13:1-15:33/참된 지혜로운 자②

2화 잠 16:1-18:24/마음의 참된 경영은

3수 잠 19:1-21:31/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4목 잠 22:1-24:34/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5금 잠 25:1-27:27/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6토 잠 28:1-30:33/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7주 오순절 후 아홉 번째 주일

8월 잠 31:1-전 2:26/현숙한 아내, 모든 것이

9화 전 3:1-6:12/범사에 때가 있다

10수 전 7:1-10:20/지혜자와 우매한 자

11목 전 11:1-아 3:11/지혜로운 삶, 사랑하는 자여

12금 아 4:1-8:14/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일시 본문/제목

13토 옵 1:1-21, 욜 1:1-3:21/오바댜, 요엘

14주 오순절 후 열 번째 주일

15월 욘 1:1-4:11/니느웨를 향한 심판

16화 암 1:1-5:27/드고아 목자 아모스에게 임한

17수 암 6:1-9:15/이스라엘 멸망과 재앙

18목 호 1:1-6:11/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19금 호 7:1-10:15/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20토 호 11:1-14:9/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21주 오순절 후 열한 번째 주일

22월 사 1:1-4:6/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23화 사 5:1-7:25/포도원의 노래

24수 사 8:1-10:34/앗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25목 사 11:1-14:32/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26금 사 15:1-20:6/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①

27토 사 21:1-24:23/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②

28주 오순절 후 열두 번째 주일

29월 사 25:1-28:29/심판과 회복의 말씀

30화 사 29:1-32:8/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악

31수 사 32:9-35:10/의로운 왕의 심판과 회복

[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