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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베소서 제 6 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 에베소서 6:10-24
요절 / 에베소서 6:1
1.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10)? 싸움을 위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1)? 그 싸움의 대
상이 무엇입니까(11,12)?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13)? 

2. 허리와 가슴에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14)? 허리띠의 역할은 무엇이며, 진리가 왜 허리띠가 될 수 있습니까? 흉배의 
역할은 무엇이며, 의가 왜 흉배가 됩니까? 

3. 신은 무슨 신을 신어야 합니까(15)? 싸울 때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마음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4. 이 모든 것 위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16)? 악한 자의 불화살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화살들이 어
떻게 됩니까? 

5. 머리에 써야 할 것, 손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17)? 앞에서 말한 장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또 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수를 멸할 수 있습니까? 

6. 이런 모든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18)? 영적 싸움에서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19,20)? 

7. 사도 바울이 왜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냅니까(21,22)?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무엇입니까(23,24)?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
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
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
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
었노라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