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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Stand!!!!

■ 오늘의 주 성경구절 : 에베소서 6:13
 『Ephesians 6:13』 13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ur of God, that ye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에베소서 6:13』 13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 Introduction서론
The Bible tells us to stand. We must be prepared for the enemy to attack. Satan hates it when we decide
to do things for God.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의 공격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싫어합니다.

Satan couldn’t care less about a Christian who decides to do nothing for God. A Christian who is willing
to just fill a pew on Sunday morning. Those Christians who are not willing to stand Satan is not concerned
with. 사탄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냥 교회
의자에 않아있기만 하는 그리스도인. 일어서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When you make a commitment to serve the Lord faithfully we send a signal to the enemy that we are
going to stand. We are going to fight. We are interested in taking territory from Satan and his demons.
They will fight.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섬기겠다고 마음먹을 때, 우리는 일어서겠다는 신호를 적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싸울것입니다. 우리는사탄과그를따르는마귀들의영토를뺏는데관심을갖습니다. 그들은
싸울 것입니다.

Paul warns that we are in a spiritual warfare. We need to be ready to stand.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Satan will attack in many ways. If we are going to be successful we must have the right Armor. 사타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Paul says 3 different times to Stand. 바울은 일어서야 할 세 가지의 때를 말합니다.
In biblical times a soldier on the ground is useless. If you are going to be successful in battle you must

have a sure footing and be willing to stand. 성경시대에 땅에 누워있는 병사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발을 땅에 확실이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This morning I want to take this time to help us prepare for those battles to come. 오늘 아침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가올 그러한 전투에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By making a commitment to follow God and exercise your faith you put a target on your back. We must
be prepared for the fight.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일은 여러분의 등이 적의
목표물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The U.S. soldiers have times of Range training. Where they go and practice with their weapons to be
ready to fight when needed. This training is for them to be comfortable with their weapons. We must be
prepared to Stand. 미군병사들은유격훈련을받게됩니다. 거기서그들은필요할때싸울수있도록준비하기
위해그들의무기를사용하는연습을합니다. 이 훈련은그들이무기에익숙해지도록하려는것입니다. 우리는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Attack on the Heart마음에 대한 공격

1. Paul begins by telling us our armor must be held together by truth. 바울은 우리의 갑옷을 진리와
함께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If our lives are not lived in truth our armor will fall apart. 만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갑옷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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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iece is a belt a part that everything else would be held on by. Without this vital piece of Armor
the rest would fall of or not fight properly. 진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매달려 있는 띠와 같습니다.
갑옷에 이 부분이 없다면,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거나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We as Christians should be the most honest in our workplace, in our school, and in our families.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 We can not trust our hearts to protect itself. We hear is movies and music to follow your heart.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리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듣는 음악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게 됩니다.
This seems like sounds advice unless you read the Bible.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마치 좋은 충고들 처럼 보입니다.
Jeremiah 17:9 tells us,예레미야 17: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Jeremiah 17:9』 9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예레미야 17:9』 9 ¶ 마음은모든 것보다 거짓되고극도로사악하니누가그것을알 수있으리요?
If we allow our hearts to lead us, it will lead us astray만일우리가마음이우리를이끌도록한다면,
마음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b) 『Proverbs 20:9』 9 Who can say, I have made my heart clean, I am pure from my sin?
『잠언 20:9』 9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we don’t have the power to keep our hearts clean on our own. David prayed: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Psalms 51:10』 10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시편 51:10』 10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We must protect our hearts from attacks of the Enemy. David knew that only God could create.
우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깨끗한 생각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2. Paul continues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다윗은 계속해서 의의 흉갑을 말합니다.
This item is used to protect the vital organs. 이것은 우리 몸의 치명적인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The heart and the lungs are protected by this piece. Satan will try to draw your heart away. 심장과
폐가 이 장비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a) 『Matthew 6:21』 21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마태복음 6:21』 2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Satan will attempt to draw us away with the riches of this world. With the fancy things of this
world. 사탄은 이 세상의 부로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멋진 일들로 말입니다.
Where is our focus? We allow Sport, or studies, or ambitions get it the way of God’s will for our
lives.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포츠나 공부, 야망 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도록 허락합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ose things unless they come between us and God. Then it becomes
an Idol in our lives. 그것들이우리와하나님사이에들어서지않는다면, 그것들이전혀잘못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Satan will use whatever he can to distract us from God to turn our hearts away from God.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떼어놓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도 할 것입니다.
Paul warns us to have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on. If we are living our life according to
righteousness we will have our hearts in the right place. 바울은의의흉갑을입으라고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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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aving the right focus. 옳바른 곳에 집중하기
『Matthew 6:33』 33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마태복음 6:33』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Our focus must be on God and the things of God. 우리의 촛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위에
있어야 합니다.
In America people can quote the starting lineup of their favorite team but cannot memorize a
verse of scripture. 어떤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축구팀의 선발명단은 줄줄이 꿰고 있어도 성경 한
구절도 암기하지 못합니다.
Humans amass riches that cannot be taken to the grave with us. Only what we do for Christ will
last. 인간들은무덤에가지고갈수도없는재물을쌓고있습니다. 오직그리스도를위해한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3 Attack on our witness간증에 대한 공격
There is also an attack on our witness. Paul talks about the shoes of the Gospel. 우리의 간증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발에 대해 말합니다.

Always ready to be a witness. Those around us will see that we are different. 언제나 간증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Often times they will try to get you to stumble. We must be ready to give an Answer. 때로 그들은 여러
분을 넘어지게 하리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Peter 3:15』 15 But sanctify the Lord God in your hearts: and be ready always to give an answer to every man

that asketh you a reason of the hope that is in you with meekness and fear:
『베드로전서 3:15』 15 오직너희마음속에서주하나님을거룩히구별하고너희에게너희속에있는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If the enemy can take out our legs he can render us useless. 만일 적이 우리의 다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We must be prepared to share the Gospel at all times. We may never know when God will lead someone

into our path who needs to hear the gospel.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께서 언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우리의 갈 앞에 보내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4 Attack of the mind생각에 대한 공격

1. The area that Satan and his demons like to attack the most is the mind.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제일
공격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We see this every day in our culture. The bombardment of inappropriate things that attack our mind.
우리는삶가운데이것을매일보고있습니다. 부적절한일들이우리의생각을폭격하여폐허로만들고
있습니다.
Here in our passage Paul tells us to put on the Helmet of Salvation. This will help guard our minds
from the attacks that will be brought.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Too many Christians are falling to pornography and the world philosophies. We allow things to
enter our minds and don’t check them with scripture.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와 세상
철학들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며 성경으로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 Bereans didn’t just take the word of the preacher they search the scriptures.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설교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경을 찾아 보았습니다.
『Acts 17:11』 11 These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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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7:11』 11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They were diligently searching to see if the preaching was true. 그들은설교가진짜로그러한지부지
런히 찾아 보았습니다.
Many churches in America have come up with some crazy doctrines because a Pastor decided he
was going to teach it and the people followed blindly.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된
것은 목사가 마음먹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Satan will use Wolves in sheep clothing to render Christians useless. Too many churches have no
power because they don’t follow God’s word. 사탄은 양의 모습을 한 늑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
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y become a social club rather than a church. We must be careful in our lives and in our churches
not to allow apathy towards God’s word to sneak into our hearts and our churches.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클럽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Paul uses 2 items that we must work at. The first mentioned is the shield of Faith. 바울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This piece of Armor is used as a mobile defense against incoming attacks. 이 보호장비는 들어오는
공격으로부터 움직이며 방어해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Faith is something we must work at. Something we must exercise. Just like our muscles. If we don’t
use them they will go away. The more we work out our muscles the stronger the will get. 믿음은
우리가훈련해야할것입니다. 연습을해야할것입니다. 마치우리의근육과도같습니다. 만일그것들을
사용하지않는다면그것들을없어지게됩니다. 우리가근육훈련을하면할수록더욱강해지게됩니다.
Our faith must be exercised in order for it to grow. How do we workout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Romans 10:17』 17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로마서 10:17』 17그런즉이와같이믿음은들음에의해오며들음은 [하나님]의말씀에의해오느니라.
We grow our faith by being in God’s word daily. 우리는매일하나님의말씀안에있음으로써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A weight lifter doesn’t go to a gym on the first day and expect to lift 200 KG. NO he goes and begins
small. Training his body for larger weights in the future. 역도하는사람은첫날체육관에가서 200kg
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서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더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합니다.
The same applies to our Faith. If we do not workout our faith it will not grow. 같은 원칙이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How can we expect to have the faith of Abraham, and Moses, and all the people mentioned in He-
brews 11 if we are not working out our faith.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 The second item is the sword of the spirit. 두 번째 항목은 성령의 검입니다.
This is the only offensive weapon we have in the battle. The word of God is sharper than any two-
edged sword. 이것은우리가전투에서쓸수있는유일한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의말씀은양날달린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It can be used in great ways, but we must be proficient at it. The U.S. and Korean military practice
drills in case of war. This is done to make sure they are prepared for any attack. 그것은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대는 전쟁에
대비한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는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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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itary does not sit and wait for war to happen and hope everyone understands what their job
is and how to use their weapons.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기늘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The U.S. military are required to qualify with the weapon they would use in war twice a year. This
is done to make sure they are prepared for war. 미군은 자기가 전쟁에서 사용하게 될 무기에 대해 일
년에 두 번씩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확실히 전쟁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As Christians we must be proficient with our weapons, The Word of God.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When Christ was attacked he used scripture to defend himself. 그리스도께서공격받았을때, 그분은
성경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을 방어하였습니다.
We wont often be attacked during our morning devotions when we have the bible in front of us. It
will be when we least expect it. 우리는 우리 앞에 성경을 놓고 있는 아침 예배 시간에는 잘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는 공격이 가장 덜 일어날 때입니다.
We must have verse memorized we must be in our Bibles each morning to help us with our day.
우리는 구절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하루를 살아갈 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On many occasions I have had my morning devotion time give me what I needed for the days battle.
Our church puts an emphasis on memorizing Scripture. We know that it is a very important thing.
저는 제가 드리는 아침 예배가 그 날의 전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암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salms 119:11』 11 Thy word have I hid in mine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thee.
『시편 119:11』 11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We wont always have a concordance to search for a verse that applies to our situation, but having
verses memorized in your heart the Holy spirit can bring those to your mind when you need them.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성경에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마음 속에 기억하여
담아두면, 그것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How well do you know your weapon?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기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When we decide to take a stand we will be attacked. 우리가 일어서려고 결심할 때,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Ephesians 6:12』 12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에베소서 6:12』 12우리는살과피와맞붙어싸우지아니하고정사들과권능들과이세상어둠의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Our enemy is going to attack. Mark it down It is going to happen, but we are not left to fend for ourselves.

우리의적은공격해올것입니다. 일어날것을알고계십시오, 하지만우리는공격을홀로감당하도록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God has given us the necessary help to stand. God has given us armor to be prepared to fight. 하나님은
우리가 서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움에 필요한 갑옷을 주셨습니다.

We must avail ourselves of this armor if we are going to be able to stand. We must be applying this
armor to our lives. 우리가일어설수있으려면, 이 갑옷을쓸수있어야합니다. 우리는이갑옷을우리의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We are called to be soldiers. We must be prepared to stand.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설
준비를 해야합니다.

We cannot stand on our own. We can only stand with the help of the Lord.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움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This morning how is your stand? Are you being the soldier God has called us to be?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군사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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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time during the invitation to Ask God to help you to stand. 초청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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