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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하신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tthew 6:13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men.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I.  시험의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분들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평생 살면서 시험은 한번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인가요? 

  

성경은 예수님 조차도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은 시험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시험은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 건간에 죄를 질 가능성이 있는  삶의 환경에 직면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회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배치되는  선택을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아래에서 시험을 이기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전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험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의 정당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찾을 수가 있읍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 마귀가 와서 시험하였읍니다.  

 

마태복음 4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 Then was Jesus led up of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of the devil. 

마태복음 4 :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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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험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이것이 말이 

않되는 이유는 에수님은 일평생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평생 마귀로 부터, 사람들로 부터 시험을 당하셨읍니다.  

 

누가복음 22 :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일평생 마귀로 부터, 사람들로 부터 시험을 당하셨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평생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빠지지 않으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읍니다. 또 반대로 시험에서 떨어져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 22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읍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 견디기 힘든 시험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전부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6 :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히브리서 6 : 14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 : 15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6:13 을 읽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6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 6:13 의 의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 "Let us not sin when we are tested" - rather than "Let us not be tested"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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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읍니다.  

 

오히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며,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였읍니다.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e fall into divers temptations1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 

3 Knowing this, that the trying2

또 

 of your faith worketh patience.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다음은  

II. 구약에 나타난 시험공부하겠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으로 유명하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  등이 있읍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 또는 민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시험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원칙이 있음을 게하드슨(B. Gehard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3

                                                 
1. Temptations : πειρασμός(peirasmos) 

  

  

2. trying : δοκίμιον(dokimion) 

  
3. Peirasmos, word study by NID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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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나 안지키나 알기 위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나를 알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에 대해 공부해 보십시다. 

 

신명기 8 : 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신명기 8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 : 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 년 종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낮추어, 그 명령에 순종케 하고자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읍니다.  

 

민수기 14 :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 :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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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떨어졌읍니다.  

 

2. 하나님께서 개인을 시험하신 사실에 대해 공부하십시다.  

 

역대하 32 : 31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2 Chron. 32:31  

Howbeit in the business of the ambassadors of the princes of Babylon, who sent unto him 

to enquire of the wonder that was done in the land, God left him, to try him, that he might 

know all that was in his heart.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교만으로 인하여 시험에서 실패하였읍니다.  

 

3. 창 22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 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과 하나님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2 :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 :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멋있게 합격하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 : 16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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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2 :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 :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4.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은 왜 시험에서 불합격했읍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으로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안에 있는 육적 성품인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하여 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 1:13 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 :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Let no man say when he is tempted, I am tempted of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neither tempteth he any man:  

 

여기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 악으로의 시험을 결코 친히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로 죄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타락성 때문에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엔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기회로 

작동합니다. (민 14:2-3). 

육적 성품으로 지배되는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이 육적 성품을 요일 2:15-16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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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1 :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 :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합니다.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게 되며, 이것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시지만, 인간의 정욕이 작동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어서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밖힌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며, 하루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III. 신약에 나타난 시험 

신약에 나타난 시험의 공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귀가 시험하는 것으로 공관복음서 기자4들은 

기록하였읍니다.5

 

  

마태복음 4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 Then was Jesus led up of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of the devil. 

 

특별히 마가복음 1:12 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시험이  성령의 주권, 즉 하나님의 허락 아래 마귀가 행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 : 12 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쓰인 용어가 페이라조입니다. 즉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4. MATTHEW 4:1-4; MARK 1:12-13; LUKE 4:1-4 

 
5.사무엘하 24 : 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 : 1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구약적 해석이다. 사단이 등장하는 것은 포로후기의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다(톰슨 2 주석성경 대상 

21:1 주석및 NID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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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일평생 이 페이라조의 시험을 당하셨읍니다. 바라새인들이 그의 신성을 시험하여 

하늘로 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마 16:1), 이혼에 대해 질문할 때 (Matt 19:3; Mark 10:2),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질문할 때 (Matt 22:18; Mark 12:13),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야고 할 때 (Matt 22:35) 간음한 여인을  에수님의 발 앞에 끌어다 놓고 질문할 때 

등 (John 8:6), 일평생 사탄은 예수님을 페이라조의 시험하였읍니다.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은 예수님의 신성을 시험하였읍니다.  

마태복음 27 : 40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이 요구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 하면서 시험한 것과 같은 시험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일평생 페이라조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언제나 승리하셨읍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2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읍니다. 그는 죄없이 태어 나셨기 때문에 

육적 성품이 생산해내는 죄악성으로 인한 시험은 안겪으셨지만,   신성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당하셨읍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하여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기시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읍니다.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에수님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마귀로 부터 다가 왔었고, 그렇지만 

언제나 에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승리하셨읍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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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없으신 에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으니, 성도의 삶에 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을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하는 에이전트로서 제시합니다(1 Cor 7:5; 

1 Thess 3:5; Rev 3:1). 

 

고린도전서 7 :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 합니다. 독니가 빠진 뱀에 불과합니다. 물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마귀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에서  승리의 운명 아래  있읍니다.  

 

 

성도의 삶에서 시험은 오게 되어 있읍니다.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연단됩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것은,  그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 :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 :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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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그리스도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은, 

동일성을 가진 믿음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 :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 :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고보 사도도 똑같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e fall into divers temptations. 

이와같이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 :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 :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  

 

 베드로전서 1 :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난은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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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3 :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것이 마 6;13 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을 시험을 하실 때도, 

에이전트인 사탄을 통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여러가지 육을 

들어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IV. 다음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공부하겠읍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믿고 있어야 할 것은 고전 10:13 과, 롬 8:28 입니다.  

 

고린도전서 10 :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감독(supervision)아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 살이 전체에서 오는 시험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읍니다.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손에 들고 싸우고 있읍니다.  

 

다음에 믿어여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 :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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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각은 좋은 일 기쁜일만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나쁜일,  

슬픈 일, 기쁜일 모두가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달관의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헤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히 서있으면,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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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부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