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마음 성경 - Bad Mind Scriptures

창세기 26: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신명기 28:65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

로 산란케 하시리니

룻기 1:18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

기를 그치니라

사무엘하 17:8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

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

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잠언 21:27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잠언 29:11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

하느니라

에스겔 23:17,22,28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

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

니

에스겔 36:5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 있는 이방

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 하는 마음과 멸시

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에스겔 38:1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다니엘  5: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누가복음 12: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 무엇을 마실까 ? 하여 구하지 말며 근

심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12: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맡은 신하 블

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사도행전 14:2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

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로마서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8:6,7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

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

라 할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11:20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

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

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베소서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골로새서 1: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2:18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

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계하

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

하여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후서 2: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디모데전서 6: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후서 3:8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

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 들이라

디도서 1: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히브리서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야고보서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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