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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귀의 전술을 간파하라
본문: 출애굽기 8:25-27 (7-10장)

* 전략(Strategy) vs 전술(Tactics) = 전쟁(War) vs 전투(Battles)

*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전술들 

I. “세상과 (            ) 되려고 하지 말라”
(출 8:25)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후 6:15-16)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고후 6:17-1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18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II. “(             )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라”
(출 8:28)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III. “자식들에게는 (           )를 주라”
(출 10: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출 10:10-11)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 
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11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IV. “내 (         )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출 10:24-26)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 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25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26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