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
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
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
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충만케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

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

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

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

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
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
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
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
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
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할 것이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
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
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
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
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
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
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