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4 :13 )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돼게 하려 함이니라” 

(출9;16)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방패요 상급이니라.” 

(창15 : 1 )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 

 

“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 

(욥8;7)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렘1;5) 

 

“福있는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자로다. (시1;1)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시134;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잠16: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

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1;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

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5;4)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시편 23:4)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23:10)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50;15)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서23장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41:10 )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화게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장 24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

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

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