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가을 학기  2021 

LESSON 9 –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삶 (10)  

 데보라 포       11/11/2021 

10 장: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에베소서 1:15 - 19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격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 – 17) 이 

말씀에서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이며, 특히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우리의 기도의 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I.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사도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집합체로 기도했습니다. 

1.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도 바울은 그와 가깝게 자주 만났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또는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g. 291) 

 

       가) 사도 바울은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보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자주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pg. 292) 

  
 
 

3. 계시록 3:14 -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꾸짖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 고린도전서 10:12 절을 적으십시오. 

 

       나)  우리의 지체된 교회가 저자가 예를 들은 역전 당한 축구 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II. 쉬지 말고 기도하라: 

4.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17 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주 기도하라: 

5. 기도는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분이셨습니까? 

   
 

          가) 누가복음 22:39 절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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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챨스 스펄젼’ 목사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한다. 사람이 숨을 

쉼이 없이 건강이나 원기나 체력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이 기도없이 지낸다면 영적인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은혜안에 성장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 사도 바울이 그의 동료,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는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단하지 않고 기도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pg. 297) 

 
  

우리는 기도로 빨리 나아가야만 한다. 

7.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일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본능적으로 아뢰며 기도드림으로서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온 종일 어떤 기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pg. 299) 

 
 
 

III.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15 - 16 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8.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 성도들의 영적인 복이나 어떤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칸을 채우십시오 (pg. 301 – 302) 

 

   첫째: 회중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___도와 줄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다시 깨닫게 합니다.  

 

   셋째: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그들에 관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라: 에베소서 1:15 - 19 절을 읽으십시오. 

9. 이 기도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세상적이나 육적인 

문제 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교회 지체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4) 

 
  
 

        가) 고린도후서 4:18 절과 골로새서 3:2 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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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의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10. 디모데후서 1:8 절과 고린도후서 1:3 - 7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한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11.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2.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 꾸지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용: 

공동체, 모든 지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 가깝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소외될 수 있는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 다른 문화 속에 속한 

사람, 

 

1. 당신의 기도에는 위에 언급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2.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 (pg. 304) 를 적어보십시오. 

 

3. 로마서 1:8 – 12; 에베소서 1:16 – 19; 에베소서 3:14 – 21; 빌립보서 1:9 – 11; 골로세서 1:9 - 12 

   위의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들은 당신이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성경적인 기도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을 근거로 당신이 

속한 교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pg. 305 – 310) 

 

4. 다니엘서 9:1 - 19 절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효과적인 기도에 관하여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