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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 기도 (2부)

아셰르 인트레이터

(1부를

놓치셨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여

읽어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 중보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포함되어야 할 기도의 필수
요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6.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 기도 응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진짜 기도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약 5:17). 시몬 (베드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석방을 위해 매우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이전에
분명 그들이 야고보의 석방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 죽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행
12:1-5).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담대히 기도하라고 간곡히 권함을 받았습니다 (눅 18:1,
롬

12:12).

7. 우리의 원대로 마시옵고 – 우리는 종종 단순히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중보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눅
9:23). 가장 위대한 기도의 순간 중 하나는 예슈아의 단순하지만 꿰뚫는 외침,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마 26:39-40). 예슈아께서는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런 기도가 온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8. 하나님 왕국의 계획에 따라 –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마 6:9-10). 그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목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기도를 이 전체 패턴과 전략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9. 왕들(지도자들)을 위해서 –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판사들, 기업계,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포함합니다 (딤전 2:1-4).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미디어 유명
인사들이

여론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10. 합심하여 –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드려질 때, 그 기도의 능력은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배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동역자와 더불어 하든, 기도회든, 혹은 어떤 기도의
필요나 제목을 가진 광범위한 인터넷 소통수단을 통해서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도모합니다 (마 18:19). 남편과 아내는 분명 함께 기도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벧전

3:7).

11. 하나 됨을 위하여 –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정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는 한편,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예슈아의 최고의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요 17:21-23, 눅 11:17).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문제의

일부가

될

지도

모릅니다.

12. 예슈아의 이름으로 – 우리는 메시아 예슈아의 주되심과 권세 아래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정렬되는 것입니다. 예슈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단지
우리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종교적 상투어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자각입니다 (요 14:13-14, 15:16,
16:23-24).

그런

기도는

무한의

영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부흥에 대한
네 가지 증거
론 칸토르가 성경에서 예슈아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