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2019년 4월 두번째 순모임 
 

참된 기도의 삶 (누가복음 22:39~53),  

 

하나님 찬양 드리기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새찬송가 365 / 통 484) 

 

Focus, 참된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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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열기 ㅣ 본문 읽기 누가복음 22:39-53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오르십니다. 십자가 고난

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감람산 입구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마 26:36; 마 14:32).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님은 무릎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지키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긴

박한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배신자 가룟 유다는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

러 옵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ㅣ 유월절 만찬 후 예수님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39~40절) 

 

 

 

1-2. 적용과 나눔 ㅣ 나는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자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기도하면

서 보낸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어떻게 다른가요?  

 

 



2-1. 관찰과 묵상 ㅣ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어

떻게 묘사되나요?(42~44절) 

 

 

 

2-2. 적용과 나눔 ㅣ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말씀 다지기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자 완성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얻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얻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

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의 시험에 쉽게 죄절하지만, 기도하면 담대히 시험을 이깁니

다. 하나님 뜻은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

으면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나를 주장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었던 허

물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제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

든 시험을 이겨 내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눅 22:42 

 

 

Copyright to 생명의 삶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