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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겟세마네의 기도
마태복음 26:36~46

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

다. 제자들에게는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셨습니다.

예예수수님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일에 해 슬퍼하시

고 고민하시며 얼굴을 땅에 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예수수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1)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로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도왔습니다.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36)

1) 잔 : 십자가에 못박혀서 돌아가셔야 하는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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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예수수님님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 하신 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예수수님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 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지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찾아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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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나가사 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누가복음 22:39)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하는 기도를 적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연결해 보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22:44)

그러나 내 원 로 마옵시고 의

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라(디모데전서2:5)

92 오늘의 말 을 배우고



하워드 켈리의 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는 의과 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진 시간과 능력과 내 열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혹 내 욕심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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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28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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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
습니다.

33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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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십니

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곳입니다.

38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고 참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39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