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성경 - Soldiers Scriptures

에베소서  6:10-18

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

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

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시편 91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

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

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5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

하리로다"

8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18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

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8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9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10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11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4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15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16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17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

고로다

18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

다

19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 다

20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으니

21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 하였으며

22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5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

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

을 보이시리니

27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

다

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1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32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3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5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

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37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

다

38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

리이다

39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40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



셨나이다

42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

이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

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

로다

45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6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7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이다

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

심이여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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