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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2b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3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017년 누가복음 제 5 강
말씀 / 누가복음 4:1-15
요절 / 누가복음 4:8

다만 그를 섬기라

1.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까(1a)?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
니까(1b, 2a)?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을까요?

2. 예수님은 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2b)?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
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3)? 

3.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4, 신8:3)?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는 말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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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91: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4.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시험했습니까(5-7)?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8)? 사람이 왜 하나님
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합니까?

 

5.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9)? 마귀는 무엇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10-11, 시
91:11)?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12)?

6.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13-15)? 예수께서 메시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