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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부 예배

응답 받는 기도의 능력
예레미야 33:3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격하게 외로울 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렘 33:1)

1. ____________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2. 하나님께 간절히 ______________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 5:2)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 107:13)

3.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_____________ 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0)
첫째, ______________________ 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칠십년 만에 돌아올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
둘째, _____________________ 가 태어나실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렘 33:15)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20)

나가는 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주의하십시오.
첫째 장애물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약 4:2).
둘째 장애물은 죄입니다(약 4:3).
셋째 장애물은 의심입니다(약 1:6).
넷째 장애물은 교만입니다(약 4:6).
다섯째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눅 18:1)
기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오래 참는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 『기도만이 능력이다』. 브니엘,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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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Answered Prayer
Jeremiah 33:3

Opening Remark: God's Word comes to us when we are extremely lonely.
“While Jeremiah was still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
second time.” (Jer 33:1)

1. Pray before _____________.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Jer 33:3)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 29:11)

2. Pray by ______________ out desperately to God.
“Then you will call 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Jer 29:12-13)
“Hear my cry for help, my King and my God, for to you I pray.” (Psa 5:2)
“Then they cried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and he saved them from their distress.” (Psa 107:13)

3. Pray by believing in the ________________ of God to answer our prayer.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Ro 4:20)
First, He reveals that the people Judah, who were taken as _____________, will return in seventy years.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ood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Jer 29:10)
Second, He reveals that _______________ will be born.
“In those days and at that time I will make a righteous Branch sprout from David's line; he will do what
is just and right in the land.” (Jer 33:15)
“The Son of Man will go as it has been decreed.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him!” (Lk 22:20)

Closing Remark: Pray patiently until God answers our prayer.
*Beware of obstacles to answered prayer.
First obstacle is not praying. (James 4:2)
Second obstacle is sin. (James 4:3)
Third obstacle is doubt. (James 1:6)
Fourth obstacle is pride. (James 4:6)
Fifth obstacle is impatience.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Lk 18:1)

Of all the mysteries of the prayer world the need of persevering prayer is one of the greatest.
(Andrew Murray, “The Power of Persevering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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