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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을 물리치라
본문: 누가복음 4:1-14상 (Luke 4:1-14a)

*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I. 육신의 욕망을 (             )시 하지 말라

(눅 4:3)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눅 3:21-22)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마 6: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 6: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II. 대가 없는 (            )을 구하지 말라

(눅 4:8)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III. (            )와 명성을 추구하지 말아라

(눅 4:9)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눅 4:12-13)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는 한 동안 예수님 곁에 나타나지 못한다

IV. (             )으로 시험을 물리치라

1. 성경 (            )

2. 말씀 묵상(QT)

(시 1:1-3) 복 있는 사람은,,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수 1:8)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3. 말씀 충만이 곧 (            ) 충만임을 기억하라

(약 1:12)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는다: 마귀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