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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 기도 (1부)

아셰르 인트레이터

최근 어느 이른 아침에 저는 아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그날 할 일들을 점검하고
가족과 사역, 영적 생활과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중보 기도로, 모든 일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삽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 저는 저희의 모든 “사역” 운영을 젊은 세대에 넘겨주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희는 거의 모든 영역에 재능 있고 동기
부여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놀라운 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친구들이며, 오중사역자들이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음악가들이며, 유능한 행정가들이며, 의사소통에 달란트가 있는 이들입니다.
혹시 뭔가 빠진 것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개척하고 발전시킨 모든 것이 먼저 중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했을까?’ ‘성공적으로 그 근본적인 가치를 저들에게
넘겨주었을까?’
중보 기도의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 저는 짧은 글로 몇 가지 기도의 필수 요소를
요약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믿음으로 – 예슈아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 뒷받침된 기도는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막
11:22-25). 믿음의 말은 영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불도저”같이 역사합니다. 믿음
충만한 말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충만한 말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의 가치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많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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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슈아와 함께 – 예슈아께서는 3, 4년 동안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천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라고, 당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풀타임 중보자십니다 (롬 8:34, 히 7:25). 우리는 홀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슈아와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권세로 –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기도하기는 하지만,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슈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늘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엡
1:20-22).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의 위치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당신과 함께 앉아 (엡 2:5-7), 똑같은 시각과 권세로 당신과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4. 방언으로 –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전 14:5, 18).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력 이상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중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롬 8:26).
5. 성령으로 –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사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도록 해드립니다 (롬 8:16, 26; 9:1; 10:1).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으로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생각 이상의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고전 14:2, 13-17; 유 20). 기도는 영으로 인도받는 활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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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현존하는 하나님
왕국과 도래할 하나님
왕국
댄 저스터가 지금 하나님 왕국의 삶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시청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