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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10가지 전략 

Satan’s 10 Strategies (Nehemiah 2:10-12)
撒旦的十大策略 (尼希米记 2:10-12) 

느헤미야 2:10-12

마음열기
Ice Breaker

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악한 세력의 전략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의 군대장관과 마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도착합니다. 이러한 위세와 권위
는 예루살렘 주변 민족의 총독들을 놀라게 하였고, 이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군대의 정예부대 ‘불사신부대(The Immortal)'는 다리오 왕이 왕권을 굳게 하기위해 만든 왕실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식민지도처에서 일어난 반란군들을 평정한 주력부대였고, 정복전쟁의 최정예부대
로 주변국가들을 겁에 질리게 만든 특수부대였습니다. 호론사람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서쪽의 벳호론 출
신으로, 페르시아왕의 시종이었다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느4:2,6:6,13) 그는 유브라
데 강의 서부 전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선포되어지자, 동서남북에서 악한 세력이 
방해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동쪽에서 암몬사람 도비야, 서쪽에서 아스돗족속, 남쪽에서 아라비아 족속 게
셈, 북쪽에서 사마리아 족속 산발랏이 악한 동맹을 맺어서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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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
Introduction

C. 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영국에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하나님은 어떤 분
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
게 속삭였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 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
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
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방해한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대단하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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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한 세력은 항상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역의 가치폄하’를 합니다. (느헤미야 4:2)
The evil forces always socially denigrate the value of ‘God’s covenant and ministries’.
(Nehemiah 4:2)
恶势力总是在社会上“贬低神的应许和事工”。(尼希米记 4:2)

2. 악한 세력은 타협과 타락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배와 절기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느헤미야 13:4-5, 8:16-17)
Evil forces stop ‘worship and feasts’ on a national level through compromise and corruption.
(Nehemiah 13:4-5, 8:16-17)
恶势力借由妥协和堕落使国家抛弃“礼拜和节期”。( 尼希米记 13:4-5, 8:16-17)

3. 악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노와 비웃음’으로 ‘조롱’ 당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4:1, 2:19)
The evil forces always make the people of God be ‘mocked’ with ‘anger and ridicule’.
(Nehemiah 4:1, 2:19)
恶势力总是以“愤怒和耻笑”来“嘲弄”神的子民。( 尼希米记 4:1, 2:19)

4. 악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된 소문’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6:5-7)

The evil forces always cause the people of God to ‘disbelieve’ spiritual leaders through ‘false rumors’. 
(Nehemiah 6:5-7)
恶势力总是利用“假传闻”使得神的子民“不信”属灵的领导。( 尼希米记 6:5-7)

5. 악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란’하게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느헤미야 4:8,11-12, 6:19) 

The evil forces always make the people of God ‘stirred up’, ‘continually threatening’ ‘their lives’.
(Nehemiah 4:8,11-12, 6:19) 
恶势力总是对神的子民“扰乱”、“威胁生命”、“持续地胁迫”。( 尼希米记 4:8,11-12, 6:19) 

6. 악한 세력은 종종 타락한 영적지도자들의 ‘거짓예언’을 통해 영적지도자들을 ‘유혹’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느헤미야 6:10,12-14)

The evil forces often ‘tempt’ the spiritual leaders through the ‘false prophecies’ of the fallen spiritual 
leaders, and ‘defame’ them with evil words, causing them to fall into ‘fear’ .(Nehemiah 6:10,12-14)
恶势力时常通过堕落的属灵领导者的“假预言”“诱惑”属灵的领导者，用恶言“批判”，

陷入“恐惧”。( 尼希米记 6:10,12-14) 

1.‘사단의 10가지 전략’ 에서 당신이 겪고있거나, 겪었던 사단의 방해들을 나눠봅시다. 

2.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연약함,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전략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새로운 한 주 됩시다.(엡4:12-18)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7. 악한 세력은 항상 ‘돈과 권력, 행복으로 유혹’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직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6:18, 13:28-29,10)

The evil forces always ‘tempt with money, power, and happiness’ so that spiritual leaders 
would ‘give up on covenant of God and their duties for it’. (Nehemiah 6:18, 13:28-29,10)
恶势力总是利用“钱、权利和幸福诱惑”，迫使属灵领导者们“放弃神的应许和职分”。

( 尼希米记 6:18, 13:28-29,10)

8. 악한 세력은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영적 지도자들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1-2,4)
The evil forces continue to deceive the spiritual leaders with ‘lies’ and try to ‘assassinate’ them. 
(Nehemiah 6:1-2,4)
恶势力持续地用“谎言”欺骗，想要“暗杀”属灵的领导者们。( 尼希米记 6:1-2,4)

9. 악한 세력은 항상 ‘의,식,주 삶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가정과 사역을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느헤미야 2:19, 7:4, 5:1-5, 13:10)

The evil forces always highlight the problems of necessities of life alienating families and 
ministries, and dividing the community of God. (Nehemiah 2:19, 7:4, 5:1-5, 13:10)
恶势力总是突显“衣食住和生活中的问题”，为了”挑拨离间家庭和事工”，“离间共同体”。

( 尼希米记 2:19, 7:4, 5:1-5, 13:10)

10. 악한 세력은 항상 ‘문화’와 ‘언어’를 통하여 ‘다음세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13:23-25, 5:5)
he evil forces always make ‘the next generation’ lost through ‘cultures’ and ‘languages’. 
(Nehemiah 13:23-25, 5:5)
恶势力总是利用“文化”和“语言”，导致“断送下一世代”。( 尼希米记 13:23-25,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