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월 11월 12월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1 애3-5   1 미5-7, 나1-2   1 요4-6   1 엡2-4   

2 겔1-3   2 나3, 합1-2   2 요7-9   2 엡5-6, 빌1   

3 겔4-8   3 합3, 습1-2   3 요10-12   3 빌2-4, 골1-2   

4 겔9-11   4  습3, 학1-2   4 요13-15   4 골3-4, 살전1   

5 겔12-14   5 슥1-3   5 요16-20   5 살전2-4   

6 겔15-17   6 슥4-6   6 요21, 행1-2   6 살전5, 살후1-2   

7 겔18-20   7 슥7-9   7 행3-5   7 살후3, 딤전1-2   

8 겔21-23   8 슥10-14   8 행6-8   8 딤전3-5   

9 겔24-26   9 말1-3   9 행9-11   9 딤전6, 딤후1-2   

10 겔27-31   10 말4, 마1-2   10 행12-14   10 딤후3-4, 딛1-3   

11 겔32-34   11 마3-5   11 행15-17   11 몬1, 히1-2   

12 겔35-37   12 마6-8   12 행18-22   12 히3-5   

13 겔38-40   13 마9-11   13 행23-25   13 히6-8   

14 겔41-43   14 마12-14   14 행26-28   14 히9-11   

15 겔44-46   15 마15-19   15 롬1-3   15 히12-13, 약1   

16 겔47-48, 단1   16 마20-22   16 롬4-6   16 약2-4   

17 단2-6   17 마23-25   17 롬7-9   17 약5, 벧전1-4   

18 단7-9   18 마26-28   18 롬10-12   18 벧전5, 벧후1-2   

19 단10-12   19 막1-3   19 롬13-16, 고전1   19 벧후3, 요일1-2   

20 호1-3   20 막4-6   20 고전2-4   20 요일3-5   

21 호4-6   21 막7-9   21 고전5-7   21 요이1, 요삼1, 유1   

22 호7-9   22 막10-14   22 고전8-10   22 계1-3   

23 호10-12   23 막15-16, 눅1   23 고전11-13   23 계4-6   

24 호13-14, 욜1-3   24 눅2-4   24 고전14-16   24 계7-8   

25 암1-3   25 눅5-7   25 고후1-3   25 계9-10   

26 암4-6   26 눅8-10   26 고후4-8   26 계11-12   

27 암7-9   27 눅11-13   27 고후9-11   27 계13-14   

28 옵1, 욘1-2   28 눅14-16   28 고후12-13, 갈1   28 계15-16   

29 욘3-4, 미1   29 눅17-21   29 갈2-4   29 계17-18   

30 미2-4   30 눅22-24   30 갈5-6, 엡1   30 계19-20   

      31 요1-3         31 계21-22   

성경읽기는  우 리가 예수  그 리스 도 를  더 잘 알도 록  도 와줍 니다.  

성경을  통 하여 예수  그 리스 도 를  찾으 십시오 . 

사도  바울 의 생동 적이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알고  싶습 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 리에게 성경 전체가 다 필요 하며,  

이 성경으 로  매일 우 리의 영혼 을  먹여야 합니다.  

정규 적이고  지속 적인 성경읽기와 묵 상의 습 관을  계발하고 ,  

당신의 영적 활기와 기쁨 , 안정성, 유용성의 발달 상태를 점검해 나가십시오 .  

성경 읽기 카드 

■ 날짜별로 정해진 부분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확인’란에 확인하십시오 . 

■ 읽기 계획에 뒤쳐지지 마십시오 . 만약 하루를 걸렀다면, 그  부분은  그냥 

두고 계획표에 따라 해당 날짜 부분을 읽어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에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십시오 . 

■ 결심을 하십시오 . 쉽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17) 



1월 2월 3월 4월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1 창1-5   1 레14-16   1 수9-11   1 왕상6-8   

2 창6-8   2 레17-19   2 수12-14   2 왕상9-13   

3 창9-11   3 레20-22   3 수15-17   3 왕상14-16   

4 창12-14   4 레23-25   4 수18-20   4 왕상17-19   

5 창15-17   5 레26-27, 민1-2   5 수21-24, 삿1   5 왕상20-22   

6 창18-20   6 민3-6   6 삿2-4   6 왕하1-3   

7 창21-23   7 민7-9   7 삿5-7   7 왕하4-6   

8 창24-28   8 민10-12   8 삿8-10   8 왕하7-9   

9 창29-31   9 민13-15   9 삿11-13   9 왕하10-14   

10 창32-34   10 민16-18   10 삿14-16   10 왕하15-17   

11 창35-37   11 민19-21   11 삿17-19   11 왕하18-20   

12 창38-40   12 민22-25   12 삿20-21,룻1-3   12 왕하21-23   

13 창41-43   13 민26-29   13 룻4, 삼상1-2   13 왕하24-25, 대상1   

14 창44-46   14 민30-32   14 삼상3-5   14 대상2-4   

15 창47-50, 출1   15 민33-35   15 삼상6-8   15 대상5-7   

16 출2-4   16 민36, 신1-2   16 삼상9-11   16 대상8-12   

17 출5-7   17 신3-5   17 삼상12-14   17 대상13-15   

18 출8-10   18 신6-8   18 삼상15-17   18 대상16-18   

19 출11-13   19 신9-12   19 삼상18-22   19 대상19-21   

20 출14-16   20 신13-16   20 삼상23-25   20 대상22-24   

21 출17-20   21 신17-19   21 삼상26-28   21 대상25-27   

22 출21-24   22 신20-22   22 삼상29-31   22 대상28-29, 대하1   

23 출25-27   23 신23-25   23 삼하1-3   23 대하2-6   

24 출28-30   24 신26-28   24 삼하4-6   24 대하7-9   

25 출31-33   25 신29-31   25 삼하7-9   25 대하10-12   

26 출34-36   26 신32-34, 수1-2   26 삼하10-14   26 대하13-15   

27 출37-39   27 수3-5   27 삼하15-17   27 대하16-18   

28 출40, 레1-2   28 수6-8   28 삼하18-20   28 대하19-21   

29 레3-6         29 삼하21-23   29 대하22-24   

30 레7-10         30 삼하24, 왕상1-2   30 대하25-29   

31 레11-13         31 왕상3-5         

5월 6월 7월 8월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날짜 성경본문 확인 

1 대하30-32   1 시20-22   1 시118-120   1 사20-22   

2 대하33-35   2 시23-25   2 시121-125   2 사23-25   

3 대하36, 스1-2   3 시26-28   3 시126-128   3 사26-28   

4 스3-5   4 시29-33   4 시129-131   4 사29-31   

5 스6-8   5 시34-36   5 시132-134   5 사32-34   

6 스9-10, 느1   6 시37-39   6 시135-137   6 사35-39   

7 느2-6   7 시40-42   7 시138-140   7 사40-42   

8 느7-9   8 시43-45   8 시141-143   8 사43-45   

9 느10-12   9 시46-48   9 시144-148   9 사46-48   

10 느13, 에1-2   10 시49-51   10 시149-150, 잠1   10 사49-51   

11 에3-5   11 시52-56   11 잠2-4   11 사52-54   

12 에6-8   12 시57-59   12 잠5-7   12 사55-57   

13 에9-10, 욥1   13 시60-62   13 잠8-10   13 사58-62   

14 욥2-6   14 시63-65   14 잠11-13   14 사63-65   

15 욥7-9   15 시66-68   15 잠14-16   15 사66, 렘1-2   

16 욥10-12   16 시69-71   16 잠17-21   16 렘3-5   

17 욥13-15   17 시72-74   17 잠22-24   17 렘6-8   

18 욥16-18   18 시75-79   18 잠25-27   18 렘9-11   

19 욥19-21   19 시80-82   19 잠28-30   19 렘12-14   

20 욥22-24   20 시83-85   20 잠31, 전1-2   20 렘15-19   

21 욥25-29   21 시86-88   21 전3-5   21 렘20-22   

22 욥30-32   22 시89-91   22 전6-8   22 렘23-25   

23 욥33-35   23 시92-94   23 전9-12, 아1   23 렘26-28   

24 욥36-38   24 시95-97   24 아2-4   24 렘29-31   

25 욥39-41   25 시98-102   25 아5-7   25 렘32-34   

26 욥42, 시1-2   26 시103-105   26 아8, 사1-2   26 렘35-37   

27 시3-5   27 시106-108   27 사3-5   27 렘38-42   

28 시6-10   28 시109-111   28 사6-8   28 렘43-45   

29 시11-13   29 시112-114   29 사9-11   29 렘46-48   

30 시14-16   30 시115-117   30 사12-16   30 렘49-51   

31 시17-19         31 사17-19   31 렘52, 애1-2   

이 율 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 것을  묵 상하여 그  안

에 기록 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가 형통 하리라. (여호 수 아 1:8)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