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적전쟁 

   전신갑주 

   기도와 간구 

우리는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 교통질서를 어겨 범법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실행범이 

되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경찰에 걸리지 않으면 범법을 했어도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냥 쉽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행법, 도덕법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생각없이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챤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치뤄내면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서 겪게되는 보이지 않고 끊임없는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인 씨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이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승리를 

위한 메뉴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1/19/2018 

 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19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20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엡 6:10-20, 새번역) 
 

1. 영적전쟁(10-12)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에서 (               )으로 (            )되십시오(10) 

- 우리의 싸움은 (         )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             )과 (           )과 이 (           ) 세계의 (         )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            )들과 (          )에 있는 

(                    )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내가” 입어야할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 

전신갑주(13-17) 

                 빈칸을 채워 보세요.                             

3.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할  “기도와 간구”(18-20) 

1) (         ) 안에서  

2) 늘 (                 ) 

3) 끝까지 (                   )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영적전쟁(엡 6:10-20)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1/19/2018 

 

 

1. 영적전쟁(10-12)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님 안)에서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10) 

-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내가” 입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 

전신갑주(13-17) 

                                     

3.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와 간구(18-20) 

1) ( 성령 ) 안에서  

2) 늘 (깨어서) 

3) 끝까지 (참으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영적전쟁(엡 6:10-20) 

 

 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19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20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엡 6:10-20, 새번역) 
 

 

   영적전쟁 

   전신갑주 

   기도와 간구 

우리는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 교통질서를 어겨 범법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실행범이 

되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경찰에 걸리지 않으면 범법을 했어도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냥 쉽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행법, 도덕법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생각없이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챤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치뤄내면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서 겪게되는 보이지 않고 끊임없는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인 씨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이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승리를 

위한 메뉴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