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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
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
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V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
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
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V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V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
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V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
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
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020년 마태복음 제 8 강
말씀 / 마태복음 6:1-18
요절 / 마태복음 6: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 의를 행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1)?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2)?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합니까(3,4)? 

2.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6)? 기도할 때에 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까
(7,8)?

3.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9a)?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9b,10)?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을 받는다’, ‘나라가 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4.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11)? 죄 사함과 시험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12,13)?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을 용서해야 합니까(14,15)?

5.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16)?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세로 금식해야 합니까(17,18)? 이상에서 볼 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셨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