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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Us Not Into Temptation
Pastor Young-Ho Pak: Sunday, 9th October 2022

Today’s Bible Quote: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Matthew 6:13 NIV 

God does not __________ anyone 
Let no one say when he is tempted, “I am being tempted by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and he himself tempts no one. James 1:13 ESV 

Temptation begins with our own __________ 
14 But each person is tempted when he is lured and enticed by his own desire. 15 
Then desire when it has conceive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y grown 
brings forth death. James 1:14-15 ESV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Genesis 3:6 NIV 
And when you pray, do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pray standing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to be seen by others.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Matthew 6:5 NIV 

Behind the temptation is the _______________ 
And he was in the wilderness forty days, being tempted by Satan. Mark 1:13a ESV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Genesis 4:7 NIV 
11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12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Ephesians 6:11-12 NIV 

Watch and __________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atthew 26:41 NIV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that is not common to man. God is faithful, and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your ability, but with the temptation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1 Corinthians 
10:13 ESV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yet he did not 
sin. Hebrews 4:15 NIV 

주일 성경말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 6:13 현대어성경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_______________ 않으십니다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
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13 현대어성경 

유혹은 우리 자신의 __________ 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14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15 그 악한 생각이 악
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14-15 현대어성
경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창세기 3:6 바른성경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
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마태복음 6:5 쉬운성경 

유혹 뒤편엔 _______________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 마가
복음 1:13상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
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창세
기 4:7 바른성경 
11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 이는 우리의 싸움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11-12 바른성경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____________________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
나!” 마태복음 26:41 현대어성경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
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13 바른성경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
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15 현대인의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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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Discussion & Prayer | Matthew 6:1-18 NIV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Matthew 6:1-18 one time together. 
2. What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e passage? 
3.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sermon today? 
4. How can you apply what your heart is hearing in God’s Word this week? 
5. Pray together. 

1 “Be careful not to practice your righteousness in front of others to be seen by 
them. If you do,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in heaven. 2 “So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announce it with trumpets,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s, to be honored by others.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3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4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5 “And when you 
pray, do not be like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pray standing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corners to be seen by others.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6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7 And when you pray, do not keep on babbling like pagans, for they 
think they will be heard because of their many words. 8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9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10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1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12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13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14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15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16 “When you fast, do not look somber as the hypocrites do, 
for they disfigure their faces to show others they are fasting. Truly I tell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17 But when you fast, put oil on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18 so that it will not be obvious to others that you are fasting, but 
onl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CTC 토론 & 기도 | 마태복음 6:1-18 현대어성경 
1. 서로 돌아가며 마태복음 6:1-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으로 들은 것을 이번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합시다. 

1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 2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선행위를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
팔을 분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그러니 네가 어떤 사람
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5 또 기도할 때 경건한 체하는 위
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비밀을 아시는 아버
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
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 8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
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
을 것이다. 16 금식할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얼굴을 창
백하고 텁수룩하게 하여 보는 사람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도록 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
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
르고 고운 옷을 입어라. 18 그리하여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
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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