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17년 누가복음 제 34 강
말씀 / 누가복음 22:24-46
요절 / 누가복음 22:42

                    아버지의 원대로

1.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까(24)?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25,2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27)?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
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
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28)?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특권을 주십니
까(29,30)?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31,32)? 베드로의 각오가 어떠했습니까(33)?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34)?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
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그가 말하
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
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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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35,36)? 이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37,38)?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
되 없었나이다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
옷을 팔아 살지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38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5.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 가셨으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셨습니까(39,40)?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이 무엇이었습니까(41,42)?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
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6. 천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도왔습니까(43)?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44)? 제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45,46)?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