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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Elisha said, “Don’t be afraid, for those who are with us outnumber those who are with 

them.” 2 Kings 6:16 CSB 

Persecution and hard times are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9 “Then they will hand you over to be persecuted, and they will kill you.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because of my name. 10 Then many will fall away, betray one 
another, and hate one another. 11 Many false prophets will rise up and deceive many. 12 
Because lawlessness will multiply, 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13 Bu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will be saved. 14 This good news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in all th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atthew 
24:9-14 CSB 

3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boast in our afflictions, because we know that 
affliction produces endurance, 4 endurance produces proven character, and proven 
character produces hope. Romans 5:3-4 CSB 

Consider it a great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experience various trial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endurance. And let 
endurance have its full effect,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James 1:2-4 CSB 

God is doing something __________ 
38 … For if this plan or this work is of human origin, it will fail; 39 but if it is of God, you 
will not be able to overthrow them. You may even be found fighting against God. Acts 
5:38b-39 CSB 

God’s Army is _______________ for us 
Elisha said, “Don’t be afraid, for those who are with us outnumber those who are with 
them.” 2 Kings 6:16 CSB 

Be _______________ in everything 
16 Rejoice always, 17 pray constantly, 18 give thanks in everything;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6-18 CSB 

오늘의 성경 말씀: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열왕기하 6:16 쉬운성경 

핍박과 힘든 시기들은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9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10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11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12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
랑이 식어 갈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 그리고 이 하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
음 24:9-14 우리말성경 

3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4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3-4 쉬운성경 

2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
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2-4 쉬운성경 

하나님께서는 __________ 일을 행하십니다 
38 ...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39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
었습니다. 사도행전 5:38b-39 쉬운성경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__________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열왕
기하 6:16 쉬운성경 

모든 일에 _______________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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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Verses: 
… No one else on earth is like him, a man of perfect integrity, who fears God and turns 
away from evil. Job 1:8b CSB 

13 One day when Job’s sons and daughters were eating and drinking wine in their oldest 
brother’s house, 14 a messenger came to Job and reported, “While the oxen were 
plowing and the donkeys grazing nearby, 15 the Sabeans swooped down and took them 
away. They struck down the servants with the sword, and I alone have escaped to tell 
you!” 16 He was still speaking when another messenger came and reported, “God’s fire 
fell from heaven. It burned the sheep and the servants and devoured them, and I alone 
have escaped to tell you!” 17 That messenger was still speaking when yet another came 
and reported, “The Chaldeans formed three bands, made a raid on the camels, and 
took them away. They struck down the servants with the sword, and I alone have 
escaped to tell you!” 18 He was still speaking when another messenger came and 
reported, “Your sons and daughters were eating and drinking wine in their oldest 
brother’s house. 19 Suddenly a powerful wind swept in from the desert and struck the 
four corners of the house. It collapsed on the young people so that they died, and I 
alone have escaped to tell you!” Job 1:13-19 CSB 

20 Then Job stood up,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He fell to the ground and 
worshiped, 21 saying: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leave 
this life. The Lord gives, and the Lord takes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Job 
1:20-21 CSB 

54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they were enraged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55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gazed into heaven. He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56 He said, “Look, I see the heavens opened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57 They yelled at the top of 
their voices, covered their ears, and together rushed against him. 58 They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began to stone him. And the witnesses laid their garment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59 While they were stoning Stephen, he called out,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60 He knelt down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And after saying this, he fell asleep. Acts 7:54-60 
CSB 

13 So the king said, “Go and see where he is, so I can send men to capture him.” When 
he was told, “Elisha is in Dothan,” 14 he sent horses, chariots, and a massive army 
there. They went by night and surrounded the city. 15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got up early and went out, he discovered an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surrounding the city. So he asked Elisha, “Oh, my master, what are we to do?” 16 Elisha 
said, “Don’t be afraid, for those who are with us outnumber those who are with them.” 
17 Then Elisha prayed, “Lord, please open his eyes and let him see.” So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saw that the mountain was covered with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2 Kings 6:13-17 CSB

Additional Verses: 
… 욥처럼 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욥기 1:8b 쉬운성경 

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4그 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5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쳐 나와 이렇게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16 그의 말이 끝나
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 떼와 종들을 태워 버
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17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
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강도가 세 무리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
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18 아직 이 사
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의 네 모
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홀로 피해 나와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욥기 1:13-
19 쉬운성경 

20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21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욥기 1:20-21 쉬운성경 

54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55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
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56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
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57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59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60 스데
반은 무릎을 꿇고 큰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
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54-60 쉬운성경 

13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오겠소."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14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 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15 엘
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 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
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17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
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
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
왕기하 6:13-17 쉬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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