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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dus 17:6.
6.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
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
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Exodus 33:21.
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위에 섰으라
Exodus 33:22.
22.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
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Deuteronomy 32:4.
4.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Deuteronomy 32:15.
15.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찌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
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Deuteronomy 32:18.
18.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
은 네가 잊었도다
Deuteronomy 32:30.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Deuteronomy 32:31.
31.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Deuteronomy 32:37.
37.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1 Samuel 2:2.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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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2 Samuel 22:2.
2.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
시는 자시요
2 Samuel 22:32.
32.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
뇨
2 Samuel 22:47.
47.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
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2 Samuel 23:3.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Psalms 18:2.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
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Psalms 18:31.
31.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
이뇨
Psalms 18:46.
46.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
님을 높일지로다
Psalms 28:1.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Psalms 31:2.
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
는 보장이 되소서
Psalms 31:3.
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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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Psalms 40:2.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
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Psalms 42:9.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
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
리로다
Psalms 61:2.
2.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
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Psalms 62:2.
2.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
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Psalms 62:6.
6.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
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Psalms 62:7.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Psalms 71:3.
3.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
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
이니이다
Psalms 78:35.
35.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
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Psalms 89:26.
26.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Psalms 92:15.
15.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
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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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s 94:22.
22.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시라
Psalms 95: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Psalms 144:1.
1.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
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Isaiah 17:10.
10.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
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Isaiah 44:8.
8.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
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
지 못하노라
Habakkuk 1:12.
12.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
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
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Matthew 7:24.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Matthew 7:25.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
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Matthew 16:18.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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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6:48.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
케 못하였거니와
1 Corinthians 10:4.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All verses from the Holy Bible quoted in Korean language above are
taken from Korea Revised Version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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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xtremely important for all of us to remember this:
1) WE SPEAK TO TRIUNE YHWH GOD by our prayers.
2) TRIUNE YHWH GOD SPEAKS TO US by the words of Holy
Scripture, in the Word of God written by His Son.
So we must try to read His words and His Book just as often
as we possibly can… on a dail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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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