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 영혼 성경   - Soul Scriptures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

움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

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34:2,3,8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

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민수기 21:4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

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신명기 4:29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사사기 16: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

을 지경이라

1 사무엘상 18: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

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1 열왕기상 1:29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2 열왕기하 4:27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

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 두

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

도다

욥기 7: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



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욥기 14:22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욥기 19:2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기 27:2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

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욥기 30:25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Psalms 6:3,4 
Psalms 7:1,2 
Psalms 17:13 
Psalms 23:3 
Psalms 25:20 
Psalms 33:19 
Psalms 34:22 
Psalms 35:12,13 
Psalms 41:4 
Psalms 42:5,11  (Psalms 42:6,11; 43:5)
Psalms 56:13 
Psalms 69:10 
Psalms 69:18 
Psalms 86:13 
Psalms 97:10 
Psalms 107:9 
Psalms 116:4 
Psalms 116:8 
Psalms 119:28 
Psalms 120:2 
Psalms 121:7 
Psalms 124:7 
Psalms 138:3 

잠언 6: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

을 망하게 하며

잠언 22:25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예레미야 20:13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

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 31:25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

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에스겔 13:20,2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

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

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21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

고 다시는 너희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

리라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

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36,37)

마태복음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6: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34)

마가복음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

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21: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

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

다

사도행전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5:24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1 고린도전서 15: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1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

전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

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히브리서 10: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5: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1 베드로전서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 베드로전서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1 베드로전서 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 베드로전서 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

2 베드로후서 2:7,8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

지셨으니 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

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3 요한3서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

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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