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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에베소서 강해>-(28)
본문: 에베소서 6:10-13 (Eph. 6:1-13)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준비할 것들

I. 마귀에 대한 바른 (            )이 있어야 한다

1. 누가 진짜 우리의 (           )인지 알아야 한다

(엡 6:12상) 우리의 싸움은 인간(flesh-and-blood)을 적대자로 

(마 16:22-23)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 마귀 세계의 (             )를 알아야 한다

(엡 6:12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 3:1)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창 1:15하)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II. 마귀와 싸울만한 (        )을 가져야 한다

(엡 6: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1. 주님 안에 (          )해야 한다(Be strong in the Lord.)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슥 4:6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 기도로 마귀를 (            )화시켜야 한다

(엡 6:18상)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의 핵심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히 5:7)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일 4:4) 자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 16: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