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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2:1-4.
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
여 있더니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 Corinthians 6:19-20.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라
Jeremiah 17:13.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John 4:10-14.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
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
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
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
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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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4:14.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
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John 7:37-39.
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
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Revelation 21:6.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2 Peter 3:9-13.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
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
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
라보도다
Revelation 21:1.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Exodus 3:1-6.
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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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
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라
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
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
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
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Matthew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
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
음이니라
John 10:7-9.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
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John 3:12-13.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
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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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6:38-40.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
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Matthew 13:34-35.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John 6:46.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John 14:7-11.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
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
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
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John 3:12-13.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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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라

Revelation 22:12-16.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
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
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
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Revelation 21:5-6.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
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
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Matthew 19:28.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
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Matthew 12:48-50.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
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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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lation 21:6.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Revelation 22:17.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
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John 4:11-14.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
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
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
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John 7:37-38.
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
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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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8:58.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
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John 10:30.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John 14:7-12.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
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
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
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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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14:6.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ohn 10:7-9.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
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John 8:12.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
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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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13:47-50.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
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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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4:26-29.
26.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
으니
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
니라
All verses of the Holy Bible quoted above in Korean language are
taken from Korea Revised Version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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