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영생장로교회  2021년 11월 구역공과 

* 제목: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 본문: 누가복음 22:39-46 

서론: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결국 생각도 못한 엉뚱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소통이 끊어지거나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해
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본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붙잡하시기 전, 마지
막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42)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만일 할 만하시거든’으로, 마가복음에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
오니’로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힘들
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게 해 달라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었고 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
을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에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심정을 담아 기도하시면서 모
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
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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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님은 육신적으로 고뇌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
게 아뢴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라는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42)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께 맡긴 주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 경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도한 후에도 어려운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고 골치아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을 구하게 됩니다. 

토의질문: 
1.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랐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2. 기도하고 나서도 평안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

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맡기지 못할까요? 

결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
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
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
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