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의 기도 The Lord Pray for Us 

본문 Scripture: 요한복음 John 17:1-11 절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Jesus spoke these things; 

and lifting up His eyes to heaven, He sai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the Son may glorify You,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even as You gave Him authority over all flesh, that to all whom 

You have given Him, He may give eternal life.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I 

glorified You on the earth, having accomplished the work which You have given Me to 

do.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Now, Father, glorify Me together with Yourself,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was.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I have manifested Your 

name to the men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and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have kept Your word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줄 알았나이다 "Now they 

have come to know that everything You have given Me is from You;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for the 

words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o them; and they received them and truly 

understood that I came forth from You, and they believed that You sent Me.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I ask on their behalf; I do not ask on behalf of 

the world, but of those whom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and all things that are Mine are Yours, and Yours are Mine; and I have been 

glorified in them.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I am no longer in the world; and yet they themselves are in the world, and I 

come to You Holy Father, keep them in Your name, the name which You have given Me,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 이루어 가셨으며, 십자가 

상에서 기도로 마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을 기도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곳은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간절한 마음과 자세를 알 수 있는데 1 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신 기도의 시작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한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서 진행되는 사역이라고 믿으셨고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4 장 1 절에서 “그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누가복음 

6 장 12 절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하셨으며,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절) 라고 기도하신 후 운명하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36 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속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기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화로우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3 절에서 “영생” 때문 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본문에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짓 신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도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거짓 신들이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적지 않게 많은 거짓 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본질인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4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과 

행동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우셨다고 기도하신 것은 영생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살아야 하는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라는 기도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3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영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6 절에서 8 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성도들의 관계를 기도하신 내용인데 

구원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 선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뜻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하신 내용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6 절)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정론적인 의미로 보면 미리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성도들을 말하고 있으며, 예지론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택 

받은 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6 절). 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의 백성 즉 천국의 백성을 구별하는 

내용입니다(7 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8 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 장 

12 절에 있는 내용과도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1-13 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 절과 10 절에서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두 아버지의 백성이오니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기도입니다 (10 절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실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보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기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 즉 구원을 표현하는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1 절) 

1.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하셨으며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2.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9 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3.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29 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  마태복음 17:20 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 빌립보서 4:13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3 절) 

1. 성도들의 영생을 위하여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15 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성도들의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6:23 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3. 성도들의 영생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17 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23 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8 절) 

1.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은 믿음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3 절) 예수님 

2.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6 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3.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11 절 “저희를 보전하사”) 성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