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방장 교재(8월) 

가. 관찰질문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10절)? 

-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져야 합니다.   

2) 성도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11절)? 그리고 우리

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12절)?

-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진정한 대상
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3)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 첫째 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니다. 셋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나. 나눔질문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

력으로 강건해 져야 합니다(10절). 당신은 주 안에서 강건해 지기 위

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이스쿠스”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 성

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스쿠스(능력)을 깨닫고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
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엡1:20)”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시
사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화목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하나
님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 지라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강건해 질 수 있습
니다. 

2) 성도가 맞서야 될 진정한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입니다(12절). 당신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적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 영적싸움의 무기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인 권세를 의지해야 합
니다. 둘째,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
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
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역사할 틈을 내어주지 않고 승리할 수 있
습니다. 

3)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테나이” 

인데 11절에는 같은 단어가 “대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졌습니다. 즉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이 빈틈없이 대오를 이루어 적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때 병사 하나라도 쉬겠다고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a weakest link”약한 고리가 생겨 결국 적

진에 뚫리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강한 성도입니



까? 아니면 약한 성도입니까? 
- 교회는 가장 약한 성도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하
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적전투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령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벧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
귀에게 영적인 틈을 주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 적용질문 
1) 부활의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강건

하여지고”라는 단어를 현재명령형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내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부활의 능력을 입기 위해 먼

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
이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
였습니다(바라새인의 서원과 특권, 가멜리엘 문하에서 배운 모든 지
식, 유대교 지도자로써 신분과 권리 등).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의 능
력으로 강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능력 주셔서 강건하게 하
십니다.  

2)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싸움의 무기는 기도와 사랑입니다. 특

별히 악한 영을 대적해 싸우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선의 길이 바로 기도

이기 때문입니다. 늘 영적인 전쟁 앞에 살아가는 당신의 기도생활은 

어떠합니까? 

- 평상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생활에 대해서 나
눠 보시고 서로를 격려해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교회의 다양한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
니다(새벽기도, 금요기도, 중보기도).    

3) 교회 안에는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

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

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 한 명, 한 명이 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

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믿음이 강

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쇠사슬은 약한 고리 만큼 튼튼하다.) 쇠사슬은 고
리 하나가 약하면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군대
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쪽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벧엘교회라는 
공동체인 우리도 늘 영적인 전투 앞에 서 있습니다. 약한 성도가 있
다면 그 성도가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섬
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
요?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대화를 통해서 나눠 보시고 사
랑방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