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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을 돌파하는 중보 기도_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의 기도(4)

출 17:8-16

▶ 삶 나누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들어가기
그리스도의 군사는 다양한 난관을 돌파하면서 강해 집니다.
모세는 다양한 나관을 돌파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 합
니다. 하나의 난관을 돌파하고 나면 또 다른 난관이 그를 기
다리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
다. 피할 수 있다면 난관이 아닙니다. 피할수 없기 때문에 난
관이요, 돌파해야 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난관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난관에 직면했습니
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고 철저하게 멸하시길 원하
셨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길을 막는 사탄이
며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승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
니다.
1. 난관을 만났을 때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십시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됩니
다. 모세는 비록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긴급한 일을 긴급하게
처리했지만 중요한 본질적인 일, 즉 중보기도를 놓치지 않았
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긴급한 일에 집착하게 만드는 데 천
재 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중요한 기도의 일, 하나님께 나
아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긴급한 일의
횡포에 속지 않았습니다.
2. 중보기도는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 입니다. 전쟁
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에 의해 결정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때 하나님
이 대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1)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위치를 확보하십시오.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확보한 위치이며 고지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중보 기도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또한 궁휼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3) 중보 기도는 연합할 때 더욱 강렬한 능력을
발휘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기
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의 파트너
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곁에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
다. 예수님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
도하는 연합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4) 간절하고 끈질긴 중
보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
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쉽게 포
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끈질긴 기도를 드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의 역사를 통하여
아말렉이 얼마나 집요한 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 역시 우리
에게 집요하게 다가 옵니다.
3.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후에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
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
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알아야 할 7가지 영적 무기… 첫째, 중보기
도가 영적 무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기입니
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무기 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 무기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능력이 영적 무기
입니다. 여섯째, 믿음의 선포가 영적 무기입니다. 일곱 번째,
찬양이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난관을 허락하신 것은
돌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함께 연합
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 말씀 나누기
1. 과거의 난관과 영적 전쟁을 앞두고 중보기도로 돌파한(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그리스도의 군사가 알아야 할 7가지 영적 무기중에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는 무엇이며 왜 그런
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 기도하기

1.
2.
3.
4.
5.
6.

(말씀 적용) 함께 중보기도 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셀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셀 목장이 되도록…
강준민 담임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하도록…
성전 건축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하며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각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 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