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과 –  기도에 대한 이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 대화” 하신 

것처럼, 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대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I. 왜 우리는 기도해야하는가? 

 

(1)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 

“ 당신은   __________ 기도해야 한다.”  (누가복음 18:1) 

 

“ 성령 안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기도하라.”   (에베소서 6:18) 

 

(2) 이것은 당신의 필요이다. : 

(a) 당신은 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5: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c)  당신이 필요에 따라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받으라.  

   (히브리서 4: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___________ 기도와  간구로 , 너희 ________ 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II.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성경 구절 사이에 선을 잇는다. 

 

  내용:          성경 구절: 

           

1. 찬양: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                             .  요한일서 1:9 

 2. 감사 :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  빌립보서 4:6-7 

 3. 간구: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 시편 135:3 

 4. 중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 살전 5:18 

 5. 고백:  당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 디모데전서 2:1 

 

 

III. 기도에 대한 3 가지 응답. 

 

a. 그렇다 ( 녹색 등), 그렇게 하라. 

b. 아니다 (빨간 등), 그렇게 하지 말라.  

c. 기다리라 (노란 등),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므로  좀 더 인내하라. 

 

 

 

 



IV.       기도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태도 

 

태도:          성경구절: 

 

 

1.  믿음을 갖게 된다.⋯⋯⋯⋯⋯⋯⋯⋯..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6) 

 

2.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 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2-3) 

 

3. 죄의 고백⋯⋯⋯⋯⋯⋯⋯⋯⋯⋯⋯  “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18) 

 

4.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묻는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14) 

 

5.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 “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Luke 18:1)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힌트 : 

 

1.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요한복음 14:13).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6).  

 

2. “ 아멘” 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내야 하며 “ 아멘” 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6:13) 

 

3. 기도에는 많은 부분이 있다.  :  찬양 , 감사, 간구, 중보, 고백  

 

4.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5.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어느 때이든, 어떤 장소이든 기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