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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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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황야로 인도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예수님께선 아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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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접근했다. 오래 전에, 그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 불순종 하도록
유혹했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길 마귀도 그 곳에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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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조차
시험하려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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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말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 덩이가 되게 하라.” 그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셨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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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마귀가 예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 마귀가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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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말했다.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사자가
와서 너를 구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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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마귀가 말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는 다시 시도했다. 그는 예수님을 도시 밖의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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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으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칭찬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 수종
들게 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명령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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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 누가복음 4

끝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17

38

60 18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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