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적 전쟁을 이기는 법 The Victory of Spiritual War 

본문. 마태복음 4:1-11절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And after He had fast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then became hungry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And the tempter cam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bread."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Then the devil took Him 

into the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Jesus 

said to him, "On the other hand,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and he said to Him, "All these 

things I will give You, if You fall down and worship me."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Then Jesus said to him, "Go,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began to minister to Him 

 



이 세상에서는 죄로 인하여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의 주최가 사단, 마귀,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죄로 인하여 존재하고, 죄와 함께 있고,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에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받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사실이 성육신 즉 Incarnation 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입니다(1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브리서 3:18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시험의 조건을 위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셨습니다(2절). 굶주림의 고통이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요 그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하여 굶주림의 고통을 시험으로 썼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유혹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험은 

악한 영의 짓이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마귀의 본질을 숨기고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직역하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적으로 시험을 하며 행위가 분명할 때는 “마귀”라고 직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하는 자”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거룩한 성도를 악한 목적으로 시험을 할 때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세 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인간이 마귀로부터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먹는 음식도 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물질 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영적인 능력이 약하므로 마귀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기준하여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정확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 신명기 8:3절).  

두 번째는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5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악한 마귀는 

신앙인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면서(6절 “기록되었으되”)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시편 91:11-12절).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마귀들이 귀신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들어가 상식적이지도 않는 것을 

자극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의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어려운 상황 또는 유혹 받기 좋은 

환경을 당해도 반드시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영 분별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 분별이 없으면 거룩한 얼굴로 

나타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 주며 시험하는 것입니다(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에베소서 6: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2:2절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시험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통하여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3절 “떡 덩이가 되게 하라”) 

1. 마가복음 2:25-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사무엘상 21:6절) 

 

둘째, 종교적인 문제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4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1. 갈라디아서 5:19-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 고린도전서 10: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3. 요한계시록 22: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셋째,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8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1. 고린도후서 4: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2. 이사야 23: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하심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