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우리의 싸움”
(Our Wrestle)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마 6:9, 새번역) 그러므로 너희는 이
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
시며,

(Mt 6:9, ESV) Pray then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마 6:10, 새번역) 그 나라를 오게 하
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Mt 6:10, ESV)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마 6:11, 새번역) 오늘 우리에게 필
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Mt 6:11, ESV)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마 6:12, 새번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Mt 6:12, ESV)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마 6:13, 새번역) 우리를 시험에 들
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
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t 6:13, ESV)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막 1:15, 새번역) "때가 찼다. 하나님
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Mk 1:15, ESV)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이미(Already)

아직(Not yet)



I. 우리의 싸움상대를 바로 알
아야 합니다(10-12).



(엡 6:12, 새번역)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
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
니다.

(Eph 6:12, ESV)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cosmic powers over this present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C. S. 루이스

“악마와 관련해 사람은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
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
이고,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지나
치게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악마
는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한다.” 



(엡 6:11, 새번역) 악마의 간계에 맞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
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Eph 6:11, ESV)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요 10:10, 새번역) 도둑은 다만 훔치
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
게 얻게 하려고 왔다.

(Jn 10:10, ESV)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첫 번째 영적 전쟁터 – 생각



(마 16:23, 새번역)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Mt 16:23, ESV)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hindrance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두 번째 영적 전쟁터 – 태도



세 번째 영적 전쟁터 – 말



II.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를 입어야 합니다(10-17).



(엡 6:10, 새번역)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Eph 6:10, ESV)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엡 6:11, 새번역) 악마의 간계에 맞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
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Eph 6:11, ESV)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마 4:4, 새번역)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Mt 4:4, ESV)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롬 13:14, 새번역) 주 예수 그리스도
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Rm 13:14, ESV)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gratify 
its desires.



(갈 3:27, 새번역) 여러분은 모두 침
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Gl 3:27, ESV) For as many of you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III.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18).



(엡 6:18, 새번역)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
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Eph 6:18, ESV)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To that end keep alert 
with all perseverance, making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