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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묵상� 23�

(9/25/2020,�금)�

찬양:�365(484)(마음속에�근심�있는�사람)�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요한 1서� 5:14-15�

말씀에�대한�이해�

오늘�본문은�주�예수�그리스도를�믿고�영생의�확신과�소망을�가진�하나님의�백성들은�하나님께�담대

함으로�나아가�주의�뜻대로�기도하는�사람들이라고�말씀합니다.� �

말씀�속에�담아�주신�메시지�

성도가�가지는�담대함.�14 절� � 그를�향하여�우리가�가진�바�담대함이�이것이니�그의�뜻대로�무엇을�

구하면�들으심이라.� “담대함”으로�번역된�그리스어는� ‘파르레시아’라는�단어로서,� ‘두려움이�없는�태도’�

혹은� ‘기탄없이� 말하는� 자유’를�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은�성도� 스스로의�능력으로�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죄사함�받고�구원받은�사람이�가질�수�있는�담대함입니다.� 아울러�이�때의�담대함은�예수�그

리스도의�죽음과�부활을�통해�얻을�수�있는�담대함입니다.� 성도는�예수�그리스도께서�하나님께로�나

아갈�수�있는�길을�만들어�주심으로�하나님께�담대함으로�나아갈�수�있게�되었습니다.� �

요한은�특별히�담대함을�가진�성도는�하나님께�기도한다고�말씀합니다.� 누가�하나님께�기도할�수�있

습니까?� 기도는�하나님을�믿고�구원에�확신을�가진�사람,� 하나님과�교통하는�사람,� 하나님의�응답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요한이� 강조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표현이며�

증거가�될�것입니다.� �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성도는� 담대함으로� 기도한다고� 말한� 요한은� 어떤�

기도를�드려야�하는가에�대해서도�말씀합니다.� 참된�기도는�하나님의�뜻대로�구하는�기도입니다.� “하

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것이� 아니라�하나님의�뜻을� 구하는�것입니다.� 기도는�내� 뜻을� 관철시키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뜻이�이루어지기를�구하는�것입니다.� �

기도는�주님의�뜻을�구하는�과정이며,�주님의�마음을�알아가는�과정입니다.�그�과정에서�주님의�뜻과�

말씀을�깨닫고,�그것을�기도하는�것입니다.�물론�하나님은�우리가�원하고�바라는�것을�간구하라고�하

십니다.�하나님은�하나님의�뜻�가운데�그�기도에도�응답하실�것입니다.�그러나�우리의�기도의�근본적�

관심과� 목적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되고� 성숙한� 기도

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하나

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인간적인�

고민,�고통,�아픔의�문제도�해결해�주실�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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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6:31-33��31.�그러므로�염려하여�이르기를�무엇을�먹을까�무엇을�마실까�무엇을�입을까�하지�말

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구하는�것이라�너희�하늘�아버지께서�이� 모든�것이�너희에게�있어야�할�

줄을�아시느니라� 33.� 그런즉�너희는�먼저�그의�나라와�그의�의를�구하라�그리하면�이� 모든�것을�너

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의� 우선� 순위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아울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드리

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뜻을�구할�수는�없습니다.� 그러므로�하나님의�뜻대로�기도하는�사람은�하나님의�뜻대로�살

고�그�뜻대로�내�마음을�바꾸고�회개하며�고치는�모습을�가져야�합니다.� �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한�깊은�깨달음과�묵상이�없기�때문에,�기도는�하는데,�삶은�신앙과�기도에�걸맞지�않는�모습이�나

옴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기도를�자신의�육신적인�욕심을�채우고,� 삶을� 영위하는�일종의�

방편으로만�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참된� 성도로서의� 삶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긴

한�영적�사귐의�대표적인�통로입니다.� � � � �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15 절� � 우리가�무엇이든지�구하는�바를�들으시는�줄을�안즉�우리가�그에게�구한�그것을�얻은�줄을�

또한�아느니라.� 성도는�하나님의�뜻대로�기도하기�위해�애써야�합니다.�이렇게�기도하는�성도는�반드

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심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하나님은�지금도�하나님의�백성들의�간절한�기도를�들으시고�응답하십니다.� �

오늘도� 하나님의�뜻을� 구하는�기도를�드리십시다.� 우리를�향하신,� 그리고�교회와�이� 땅을� 향하신�하

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뜻을�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

하며� 실천하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에게�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안에

서�성숙한�기도생활을�통하여�승리하시는�여러분의�믿음의�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

나에게�주시는�주님의�음성,�주신�말씀을�가지고�드리는�기도,�주신�말씀을�어떻게�실천할�것인가?�

함께�나눌�기도제목�

1.�오늘도�하나님께�담대함으로�나아가�기도할�때�주시는�놀라운�은총으로�승리하게�하옵소서.� �

2.� 지금�우리로�하여금�기도하게�하시는�하나님의�기도의�제목들을�깨닫게�하시고�그�기도에�응답하

심으로�하나님의�나라와�의가�실현되게�하옵소서.� � �

3.�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개혁의� 역사를� 통해� 거

듭나게�하옵소서.� �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하옵소서(시� 1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