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기도로 성도를 기념함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ㅡ 로
마서 1 장 10 절 

진리 스타디

‘기도’ (προσευχή, proseuche, prayer)는 명사이며 원문에 의하면 복수이다. ‘기도 가운데
서 (επι, epi, upon)’는 원문에 따라 ‘나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upon my prayers)라고 번
역할 수 있다 (‘구하노라’는 중국어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서’로 번역됨). 이는 바울이 그의 
기도 가운데서 성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념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영 안에서의 섬김’(1:9, 원문 새로 번역)과 ‘기도 가운데서 성도들을 기념함’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계시와 응용 

하나님 아들의 복음 운행과 운영의 효과는 우리로 하나님이 있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로 하나님의 자녀과 연결되게 한다. ‘하나님이 있음’은 우리로 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낳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됨’은 우리로 교회를 관심하고 성도를 관심하게 
한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실재화됨은 우리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로 기도 가운데서 성도들을 기념하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관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 바울이 섬기는 것은 하늘 위의 하나님
이시고, 그가 관심한 것은 땅 위의 성도들이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하
는 사람일 뿐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성도에 대한 관심도 가득한 사람일 것이다.  

기도 가운데 교회를 기념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성도에 대한 관심도 가득할 것이다. 바울
은 그의 서신 가운데 많은 관심하는 기도들이 있었다.
로마의 성도를 위한 기도 (롬 1:9-10),
에베소서의 성도를 위한 기도 (엡 1:17-23, 3:14-19),
빌립보의 성도를 위한 기도(빌 1:3-5),
골로새의 성도를 위한 기도(골 1:9-11),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위한 기도(살전 1:2-3).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였다. 바울의 서신은 그가 하나의 기도하는 사람임을 간증한다.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 안의 일이고 또한 섬김의 일이
다. 교회에 대해서, 기도의 일이며 또한 관심하는 일이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가
득하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마저도 그를 위해 간증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기도 가운데
서 어떠하든지 성도들을 위해 구하고 쉬지 않고 성도를 말했다. 바울의 성도에 대한 관심
이 기도를 가져왔고, 그의 기도가 또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바울이 성도를 관심할수
록 그의 기도가 더욱더 많아졌고, 그의 기도가 많아질수록 그는 사랑 안에서 성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많아졌다.   

바울은 기도하는 일을 하거나 기도하는 의무를 한 것만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의 기도
는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결됨으로써 성도에 대한 관심을 낳
게 된다. 이러한 관심은 그의 영 안에서 산출된 것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은 바
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관심한 것은 바로 성도의 필요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성장이며,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한 것은 바로 주님 앞
에서의 성도들의 상황이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좇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 자주 이렇게 말씀 드
려야 할 것이다. “주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는 내가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정도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 안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 자신을 차지할 정
도로 그들을 관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단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며, 이
러한 기도는 우리와 관심한 성도와 유기적이고 생명의 관계를 산출하게 하고, 이러한 기
도는 바로 하나님 아들의 복음 운행과 역사로 산출된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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