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

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일에 해 슬퍼하고 고민하셨

습니다.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얼굴을 땅에 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46절



기도를 마치고 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고 난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 하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딱 한 번만 기도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님의 뜻 로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주무셨습니다.

2. 75페이지 본문 중에 밑줄 친‘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란 무엇일까요?

3.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어떻게기도하셨는지 잘생각하여 골라보세요. (        )

4. 다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느낀 점을 써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상우와 상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친구의 기도를 읽어 보고 답해 보세요.

상우는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백화점에

갔는데 새로운 장난감이 보 습니다. 엄마에게 말해 보았지만

엄마는 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 습니다. 

상희는 친구인 경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가 상희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경희는 상희가 아끼는 인형

을 정말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상희는 경희를 전도하고 싶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 보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을 써 보세요.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난 후, 기도하는 동안 받았던 느낌을 적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7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28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9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 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30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1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2 전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와 보라”고 외쳤습니

다.

33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4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35 과부의 두 렙돈(헌금)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한 적은 돈을 크게 보셨습니다.

36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37 부자와 나사로(천국과 지옥)

지옥은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곳입니다.

38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참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39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