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휴스턴 서울 교회/ 2019년 10월 11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선, 기도, 금식 

마태복음 6:1-18 
 

1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삶의 원칙: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선, 기도, 금식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라는 구절과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 라는 구절과 “너희”와 

“위선자들”을 대조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 (“너희”)의 자선, 기도, 

금식은 아버지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이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1. 자선을 베풀 때에: 마태복음 6:2-4  

2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시편 112:9절에서 보듯이 자선은 의로움으로 여겨지고, 잠언 19:17에서 주님은 우리가 베푸는 자선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어려운 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자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받으려고 자선을 베푸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행한 자선에 대해 알리지 

않을 때, 남모르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2.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 5-8  

5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8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으로 그 상을 다 받았으며,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많은 말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그들”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3.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9-15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조상으로 산상수훈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의 첫 단어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11-13절에서 구하듯이 우리의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해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4. 금식할 때에: 마태복음 6장 16-18  

16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18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16-18절에서는 금식 또한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인정해 줄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위선자들의 금식은 그들이 

받는 인정으로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