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2019년 2월 두번째 순모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마가복음 14:32~42),  

 

하나님 찬양 드리기 

 겟세마네 동산의 (새찬송가 457 / 통 510) 

 

Focus,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 가길 힘쓰는 사랑이 제자입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본문 읽기 마가복음 14:32-4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대세자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 때문에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잡아 죽일 흉계를 꾸밉니

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과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 분을 팔아넘길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것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겟세마네(‘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이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ㅣ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제자들은 누구인가요?(33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나요?(34, 38절) 

 

 

 

1-2. 적용과 나눔 ㅣ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실패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제자

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2-1. 관찰과 묵상 ㅣ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33~34절) 예수님

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36절) 

 

 

 

2-2. 적용과 나눔 ㅣ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 뜻을 하나

님 뜻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말씀 다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의 삶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삶

입니다. 비록 마음이 원할지라도 늘 육신이 약하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

수님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제자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

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뜻, 내 주장을 하나님 뜻 앞

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달리 육신이 약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가신 십자가 길을 사랑으로 따르며, 모든 언행과 인격과 삶으로써 예수

님 닮은 참제자로 서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

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막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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