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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악의 

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악은 일종의 병균처럼 공기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의 존재를 결정지을 수 없다. 

-그의 존재를 알려주는 곳은 오직 성경뿐이다.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악의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인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벧전 5:8) 

-사탄은 지금은 울부짖으며 다니고 있으나, 결국은 묶여질 

것이다(계 20:1-3) 

-사탄은 많은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마귀, 비엘세불, 

벨리알,  대적, 용, 뱀 등으로 성경전체에서 174 회나 언급되고 

있다. 

-그는 거대한 "하늘의 권세자"이다. 또 "공중 권세의 

통치자"이다(엡 2:2). 또한 "이 세상 신"이다(고후 4:4) 

-사탄은 이 세상 제도의 신이며 이 세상 제도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 포함된다. 

-사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지배자이다(엡 6:11,12). 

-그의 위치는 천사장 미카엘까지도 감히 모독하지 못할 만큼 

높다(유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 

 

I. 사탄의 기원: 

-그는 신비에 싸여 있다. 

-사탄은 피조물이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제라는 것이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는 "기름부음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겔 

28:11-19: 찾을 것) 

-사탄이 타락한 원인은 이사야 14:12-20 에 나타나 있다.(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는 그가 창조되었을 때 받은 영광스런 이름이었다. 그 

후에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는 루시퍼로는 단 한 번 불려지며, 이사야 14:4 에서는 

바빌론 왕으로도 불려진다. 

-이 바빌론 왕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도성 바빌론을 재건하여 

바빌론 왕이 될 때의 루시퍼, 즉 사탄이 거주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II. 사탄의 현재의 위치 

-자신의 지위들을 떠난 사탄의 천사들은 흑암의 사슬에 

묶여잇다(유 6, 벧후 2:4) 

-이들의 죄로 인하여 홍수거 났었다. 그들은 벧전 3:18-20 에 

언급한 감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현재는 자유롭다.(욥 1:7;2:2) 

-주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라고 대답했다. 

 

III. 사탄의 왕국 

-사탄은 왕이며 그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마 12:26, 엡 6:12 찾을 

것) 

-그 왕국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정사라는 것은 이 땅의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이 보내졌는데, 그는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3 주 

동안이나 가러막았기 때문에 천사장 미카엘이 도와줄 때까지 올 

수 없었다 (단 10:10-14) 

-사탄의 수하들: 

1. 천사들: 

-이들은 유다서 6 절에 있는 처소를 떠나 흑암 중에 갇힌 천사들이 

아니라 지금 사탄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잇는 사탄의 천사들을 

말한다(계 12:9). 

-장차 그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 25:41, 계 20:10) 

2. 마귀들:  

-마귀는 하나다. 그러나 마귀들은 많다. 이 마귀들도 일종의 몸이 

없는 영들로서 인간의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자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 

-이 마귀들은 더럽고 사악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마 12:22, 15:22, 눅 4:35; 8:26-

36;9:42) 

-구약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부리는 영들"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4:1 에서는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말한다. 

3.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해 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요 8:44) 

말씀하셨다. 

 

IV. 사탄의 전략 

1. 그는 세상을 속인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라."(요일 5:19) 

-사탄은 속임수로 세상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후 4:3,4 찾을 

것)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의 종들을 

갖게 될 것이다(갈 1:6-9 찾을 것)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마귀의 

교리를 포함한다(딤전 4:1)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언했다(벧후 2;1-2) 

-거짓 교사들은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몸의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속이려 

한다. 

-그들은 거짓교리로 그들을 변질시킨다. 

-(신 18:10-12 찾을 것) 

-강신술은 "마귀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폭력이나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마귀는 

교회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여 타락시킨다. 

-그는 은혜의 복음 대신 사회 구원의 복음으로 변질시킨다. 

2.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다. 

-에덴동산에서 첫 사람을 쫓겨나게 한 것이 사탄의 최초의 승리인 

것처럼 보인다. 

-카인과 이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 노아를 

술취하게 한다, 에수님을 죽이려 한다. 예수님을 시험. ......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씨에서 두 번째 아담이 

나오게 하셨다.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V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남: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가 올 것이다(계 12:7-11) 

 

VI.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남: 

-사탄이 육신으로 쫓겨날 때 그는 육신을 입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VII. 사탄의 운명: 

-대환란이 끝날 무렵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에 재림하시면 그 

짐승과 거짓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사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 의해 큰 쇠사슬로 묶여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천 년을 지낼 것이다, 그후에 잠깐 나오겠지만  곧 그의 

천사들, 마귀들, 또 그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오래 전에 

예비된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