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슈아의 기도
예슈아께서는 기도에 대해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음서에는
예슈아의 기도가 15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된 것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15 번의 기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적 준비 2) 제자 훈련 3) 십자가형 이전 및 도중
개인적 준비
1. 눅 3:21 – 세례 이후, 예슈아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그 위에 내려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2. 눅 4:1 – 예슈아께서 광야로 인도되어 가시고, 그 곳에서 40 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마귀의 유혹도 받으십니다.
3. 눅 4:42; 막 1:35 – 동 트기 이전의 이른 아침, 다른 이들은 자고 있는 시각에 예슈아께서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4. 눅 5:17 –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사하며,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자 기도하셨습니다.
5. 눅 9:32; 마 17:21 – 예슈아께서 간질 환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을 수 있다.”
성령의 지시와 당신의 삶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한 예슈아의 매일 기도 훈련은 우리도 개인 기도 습관을
갖는 데에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
6. 눅 6:12 – 예슈아께서 제자들을 각자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한 분별력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십니다.
7. 눅 9:18; 마 16:13 – 예슈아께서 당신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제자들이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8. 눅 9:28 – 예슈아께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시어, 제자들에게 능력과 영광의 원천을 드러내십니다.
9. 눅 10:2 – 예슈아께서 추수 일꾼을 보내시고자 기도하십니다.
10. 눅 11:1; 마 6:10 – 예슈아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예슈아의 이 기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슈아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셨습니다. 계시의 지식을 갖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엡 1 장에서 예슈아께서 누구시며 우리가 그 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의 지식을 갖도록 쓴 기도 중에 눅 9 장과 마 16 장의 예슈아의 기도를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제자들과 보내신 3-4 년 동안, 많은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인격을 형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과 함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행 2:33; 롬 8:34; 갈 4:19; 히 7:25).
십자가형 이전과 도중
11. 눅 22:40; 마 26:38 – 예슈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큰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12. 요 17:1 – 예슈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미래의 세계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되어, 연합하고
영광 받고, 거룩함으로 충만해져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13. 마 27:46 – 예슈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 22 편을 인용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14. 눅 23:34 – 예슈아께서 모두를 용서하고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스스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15. 눅 23:46 – 예슈아께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는 마지막 기도로 완전히
당신을 드리십니다.
십자가는 저희를 위한 중보의 최종 행위였으며, 동시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최종 행위였습니다.
예슈아께서는 헌신적 사랑과 순종으로 당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도 중보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완벽한 모범이 됩니다.

칠레 광부들
다른 나라에서 그렇듯, 저희도 칠레 광부들이 구조된 것을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출된 광부 마리오 세뿔베다 Mario Sepulveda 는 CNN 과의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또 마귀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세뿔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고 구출될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구출 작전을 진행한 기사 마우리씨오 삐노 Mauricio Pino 는 사고 17 일 후인 8 월
22 일에 광부들과 처음으로 광부들과 접촉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또한 구출 작전 내내 자신이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딸
다니엘라 Daniela 는 교통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24 시간 쉼 없는 구출 작전으로 그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빠졌고, 8 월 28 일로 예정되어 있던 아내와의 결혼 서약 갱신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33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치른 희생이었습니다.
제 친구 프랜시스 프랜지페인 Francis Frangipane 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인한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전세계의 카메라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중
많은 이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구덩이가 깊고 어두울지라도,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부들은 재킷 뒤에 시 95:4 의 말씀을 적어 두었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손은
땅의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www.frangipane.org 를 참고하십시오.
레바논에 간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가 남부 레바논의 빈트 자발 Bint J'bal 에 갔는데, 이 곳은 이스라엘 국경과 겨우
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발의 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그는 이스라엘이
지도 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재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사라질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파괴를 외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전세계의 언론은 이란 코라마바드 Khoramabad 의 군부대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300km(이스라엘 포함)까지 날아갈 수 있는 쉬하브 Shihab 미사일 세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란 “혁명군”
소속의 18 명의 장교가 사망했고, 수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 사건이 언론으로
“흘러나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