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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전 세계 기도 운동 

“그 어떤 나라나 지역의 영적인 각성도 연합된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 A.T 피어슨 

역사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예배와 기도 운동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부어줬지만, 나는 우리가 아직 가장 

위대한 기도 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되셨을 때, 그분은 항상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신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기도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현재 그분은 전 세계적인, 예배를 

기반으로 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며,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핵심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 년 간 이 일이 수많은 도시들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주님의 재림 전에 성령께서 하실 일의 첫 열매일 뿐이다. 

지금 세대의 기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는 1984 년 서울에서 있었던 제 1 차 세계 기도 

성회였으며, 이는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주최한 것이었다. 한국 성도들이 

30 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3,000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그때 이후로 일어난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의 많은 일들은 이 30 년 전의 촉매제와 같았던 모임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 

이후로 많은 기도 전략들과 계획들이 생겨났으며, 수 많은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영향을 끼쳤던 국제 

기도 협의회 (International Prayer Council)도 이로부터 태동되었다. 

1984 년에는 전 세계 24/7 기도의 집 숫자가 25 개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 전 세계의 24/7 기도의 

집의 숫자는 10,000 개가 넘으며 대부분은 지난 10 년 안에 성장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도 운동의 

움직임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성령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전 세계의 기도 사역들 

24/7 기도 사역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며, 경기장 등에서 일어나는 대형 기도 집회들은 주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때라는 예언적인 징조이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새로운 24/7 기도 

사역들이 세워지고 있다. 키예프 (역자주: 우크라이나 수도), 보고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뉴질랜드, 

카이로, 케이프 타운, 홍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 24/7 기도 

센터들은 어려움과 내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터키, 시리아, 인도네시아 레바논과 같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에서조차 세워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 사역의 성장의 몇 가지 예만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예들로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시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기도 운동은 큰 힘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 1 억이 넘는 중국과 

한국인이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중보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기도 사역의 증가를 낳았다. 

한국 한국은 지난 50 년간 명확하게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이끌어왔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는 1973 년에 서울의 인접한 곳에 오산리 기도원을 세웠다. 이 기도원은 40 년간 멈추지 

않는 주야 기도를 섬겨왔다. 이곳의 기도 사역은 역사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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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기도원에는 한 해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으며, 한국과 세계의 수백 개의 기도원에 

영향을 미쳤다.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은 지난 20 년간 대부분 꽉 차 있었다. 한국에는 200 개가 

넘는 기도원이 존재한다. 

지난 40 년간의 오산리 기도원의 사역으로 인한 영향력은 과히 주목할 만 하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며, 한국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이 역할을 이어받아 중보의 음성에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 함을 더하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50 년간의 이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이 지난 50 년간의 영향력을 능가하게 되리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한국의 기도 사역이 오늘날 우리가 열방에서 목격하는 기도 운동에 성령 안에서 영향을 

끼치며 이끌어왔다고 믿는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약 5,000 개 도시의 기도 네트웍이 세워져 있으며, 많은 도시에 24/7 

기도의 망대들이 세워져 있다. 이 나라 전역에 있는 500 만명이 넘는 중보자들은 국가 기도 네트웍에 

연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2 년 5 월에 국제 경기장에서 세계 기도 성회 (World Prayer 

Assembly)를 주최했다. 인도네시아의 350 개가 넘는 도시들은 지역 실내 경기장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 도시가 참여하는 기도 집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500 백만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국제 경기장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10 만명이 넘는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중국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역에는 말 그대로 수천 개의 “24/7 기도 체인들”이 서 있다. 딕 

이스트만이 이끄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둔 Every Home for Christ(모든 집집마다 

복음을)라는 선교단체는 24/7 기도 체인들을 섬기는 “기도의 성벽들 (walls of prayer)”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5,000 개가 넘는 수의 기도 체인이 현재 중국 안에서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중국 크기 자체와, 성도들이 1949 년의 공산 혁명 때부터 수십 년 간 인내해 온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해,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타이완, 홍콩, 싱가폴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이 중국어를 말하는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200 년 

4 월에 미리암 창(Miriam Chang)은 타이페이에서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시작했다. 그들은 하루에 

12 시간 이상을 예배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이끌고 있다. 

인도 인도 전역에도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패트릭 조슈아 (Patrick Joshua)는 그가 

섬긴 인도를 위한 국가 기도 네트웍을 통해 50 만명에 가까운 중보자들과 600 만명의 어린이들을 

동원했다. 왕의 자녀 기도 사역 (Royal Kids Prayer Ministries)은 극빈층의 아들을 돌보는 일과 

기도를 함께 해나가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주목할만하다. 

태국 태국 기도의 집 네트웍은 나라 전역에서 중보자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고 있다. 방콕 기도의 집은 

다양한 회중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각각은 예배와 함께 하루 종일의 기도를 담당한다. 동남 아시아 

기도의 집은 하루에 14 시간을 기도하는 매일 기도를 동원하고 있다. 원띵 태국은 기도의 집과, 두 

달에 하루씩 24 시간 중보와 예배를 하도록 후원하는 교회들의 네트웍들이다. 

새로운 기도 사역들이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아시아 전역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있다.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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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탐 헤스는 1987 년에 열방을 위한 예루살렘 기도의 집을 세웠으며,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주목할만한 기도 사역이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수캇 할렐, 바빌리온 기도의 집, 한국인들이 

섬기는 기도의 집을 포함한 8 개의 기도실이 24/7 기도를 세워나가기를 추구하고 있다. 텔 아비브에는 

VIP 기도 망대가 매주 25 시간을 기도해나가고 있다. 나사렛에는 잘 구축된 기도실이 있다. 야드 

하쉬모나, 브엘세바, 에일랏 등에도 더 많은 기도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의 수도원들은 

한 주에 많은 시간을 기도해나가고 있으며, 어떤 수도원은 24/7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집트 카이로의 카사 엘 드바라 교회는 중동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인데, 이들은 이 지역에서 

기도를 조직해나가고 영향력을 끼쳐왔다. 새미 모리스 목사는 2 천명이 모이는 잘 알려진 월요일 심야 

기도회를 이끌고 있다. 이 기도회에는 중동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TV 나 인터넷을 통해 함께 한다. 

카이로 기도의 집은 릴리안 소비에 의해 2002 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통행금지령을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24/7 기도를 하고 있다. 이곳의 지도자들은 매년 3 일 동안의 기도 컨퍼런스를 열며, 

이곳에는 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기도의 집은 잘 세워져 있으며 

24/7 예배와 기도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섬겨나가고 있다. 

주야로 드려지는 파수 기도 (역자주: 체인기도와 유사한 형태)는 쿠웨이트, 알제리아, 수단과 터키 

등지에서 드려지고 있으며, 터키의 이스탄불 기도의 집과 이라크, 두바이, 시리아 등지의 다른 기도의 

집 등지에서 수 많은 새로운 24/7 파수 기도가 세워지고 있다.  

유럽 

영국 24/7 기도 운동은 피트 그레이그의 리더십 하에서 유럽 전역의 28 개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영국과 유럽의 28 개국의 도시 중심지들에 “보일러 실”이라고 불리는 기도 공동체를 100 개 이상 

세워왔다. 선덜랜드의 캔 고트는 영국에서 많은 젊은이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24/7 기도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독일 요하네스 하르틀이 이끄는 아우구스부르크 기도의 집은 2007 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2011 년까지 

예배팀들이 이끄는 24/7 기도를 드려왔다. 이 사역에는 100 명의 스텝들이 있고, 한 해에 수 천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매년 개최하는 기도 컨퍼런스에는 정기적으로 4 천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독일에는 베를린, 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여러 곳에 10 개 이상의 기도의 집이 있으며, 각각에는 

적어도 몇 명의 전임 중보 기도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다. 파수꾼의 부르심 계획 (Watchman’s Call 

Initiative)라는 곳은 독일에서 300 곳이 넘는 도시가 참여하는 24 시간 기도를 조직하고 있다. 

폴란드 이 나라에는 많은 기도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12 개의 도시는 한 달에 한 번 12 시간 동안 

도시 전역에서 행해지는 성회를 개최하고 있다. Maciej Wolski 와 Marcin Widera 의 리더십 하에 

Warsaw 와 Wroclaw 에 기도의 집이 세워졌으며, 이들은 매일 4~6 시간 예배와 함께 기도를 해나가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수 많은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르디나 기도원이 열고 있는 

매일마다 예배와 함께 드리는 기도, 로마의 “One Day”, 토리노의 “The Tabernacle”, 나폴리의 

파수꾼 기도, 란 기도의 집, 몬테칼보에 있는 24/7 이탈리아, “기도, 이탈리아” 컨퍼런스 등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다. 카세르타에 있는 이탈리아 기도의 집(HOP)은 전임 음악 학교와 기도 학교가 

세워져 있다. 킴 콜리스는 불타는 덤불 국가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다. 시칠리에서는 고라도 살메가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기도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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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에 IHOPKC 에서 리더십 팀에 있던 로빈 반 옴멘이 이끌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열방의 장막 

(Tabernacle of the Nations)은 도시의 홍등가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주님께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이곳에 수 많은 새로운 기도의 집에서 예배팀들과 전임 중보기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이 대륙에 대한 성령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된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체첸 공화국, 크로아티아, 벨기에, 키프로스, 말타, 마게도니아, 터키, 스페인,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는 예배팀들이 이끌고 있는 기도의 집들이 있다. 요하네스 하틀이 이끄는 유럽 

기도의 집 리더십 회의는 유럽의 50 개 기도의 집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어권 국가에서 가장 눈에 띠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키에브에 있는 

세르게이 시드로브스키가 이끄는 “God Seekers Movement”이다. 이 사역은 매일 마다 기도 모임을 

열고 있으며, 이 단체는 지난 3 년간 TV 를 통해 방송되는 5 만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가 기도 모임을 

열고 있다. 키에브 기도의 집에는 보수를 받으며 섬기고 있는 전임 중보 기도 선교사들이 있다. 

키에브에 있는 믿는 유대인 회중을 이끌고 있는 보리스 그리센코는 정기적인 기도 집회와, 지역의 

경기장에서 기도 집회들을 열고 있다. 모스코바, 무르만스크, 예카테린부르크, 하바로브스크, 니주니 

노브고로드와 같은 많은 도시들뿐 아니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카작스탄, 라트비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가운데는 기도의 집들이 성장해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사역 단체는 남부 나이지리아에서 매달 열리는 밤샘 

기도 모임인데, 이 모임에는 때로 백만 명이 모이기도 한다. 세계 기도의 날(Global Day of Prayer)은 

남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이 세계 기도의 날을 통해, 200 개가 넘는 국가에서 1 억이 넘는 

성도들이 오순절 주일에 모여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기도한다. 

남아공 수 많은 기도 사역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수천 개의 24/7 기도실들이 흑인 거주 지역과 

도시들 가운데 세워져왔다. 

르완다 이 나라에는 많은 24/7 기도 파수 모임이 세워져 있다. 키갈리라는 도시에서는 Zion Temple 

교회의 목사인 폴 기트와자는 2 만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이끌며, 르완다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의 

집을 이끌고 있다. 이는 2000 년에 세워져서 14 년도 넘게 악기 연주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이끄는 

24/7 기도를 지속해오고 있다. 

우간다 1995 년 이래로, 캄팔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World Trumpet Mission 과 Watchman 

Intercessor Network 은 우간다의 43 개 지방에 24 시간 기도 파수 모임을 세우는 것을 도와왔다. 

짐바브웨, 콩고,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에도 또한 많은 강한 기도 사역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북미 

미국 미국 내에는 4 백개가 넘는 기도의 집들이 있으며, 천여 개의 대학교 캠퍼스에 기도실이 있으며,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많은 국가적인 기도 사역 단체들이 존재한다. 



 

번역: 노아 미니스트리 (http://noahministry.org)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기도의 성장”Growing in Prayer” 중 28 장 발췌 ) 

멕시코 2003 년, 벤자민 누네즈는 자신이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기도의 집을 시작했으며, 이는 하루에 

6 시간의 기도 모임을 섬겨나가고 있다. 10 년 이내에, 그의 팀은 멕시코에서 72 개의 기도의 집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더불어, 다른 사역 단체들은 100 개가 넘는 기도의 집들을 세워왔다. 라로 

가르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고시 중의 하나인 후아레스에서 도시 전역에 걸친 기도 사역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가르시아,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중보자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들이 

후아레스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충성되게 서 나온 것,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 가운데 인내해 나온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국가 기도의 집 (NHOP)이 2004 년부터 캐나다 정부를 위해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져왔다. 캐나다의 도시들에는 50 개에 가까운 기도의 집들이 있으며, 어떤 기도의 집은 

24/7 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25 개 정도의 기도 용광로 모임과 기도의 집들이 있다. 

캐나다 기도 운동에서 스테이시 캠벨이 가지는 역할은 너무도 귀중하다. 캐나다의 다른 기도 사역 

단체들에는 The Cry 가 24 시간 금식 기도로 드려지는 성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Prayer Canada 는 

캐나다의 모든 시청에서 매주 기도 모임을 열어나가고 있다. 

남미 

브라질 지난 10 여년 동안, 브라질에서는 35 개가 넘는 기도의 집들이 에워졌다. 이중 눈에 띠는 곳은 

Lagoinha 의 Gideoes de Oracao 인데, 이곳에는 2003 년 이래로 24/7 로 계속되는 “prayer 

tower(기도 타워)”가 있다. 그들은 브라질 전역에 12 개가 넘는 기도 타워들을 시작했다. Brasil de 

Joelhos 은 국가적인 기도 사역 지도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주님은 브라질에 예배에 대한 많은 은혜를 부어오셨다. 어떤 예배 집회에는 백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1999 년 5 월에 IHOPKC 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드웨인, 제니퍼 로버츠는 2013 년에 24/7 

기도의 집을 시작하며, 이 땅에서 다른 사역 단체들과 협력해서 기도의 집을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 브라질의 Floriannopolis 로 이사를 갔다. 

콜롬비아 Cesar Fajardo 는 보고타 기도의 집을 이끌고 있다.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들도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섬들 

호주 호주에는 호주 의회당 가까이에 위치한 캔버라 기도의 집, 애들레이드의 호주 기도의 집, 그리고 

프리맨틀 (New Life Church 기도실) 등에 수 개의 기도의 집이 존재한다. 

뉴질랜드 애런 월시는 2006 년 2 월에 타우랑가 기도의 집을 시작했다. 이 기도의 집은 시작할 때에 

100 명의 스텝, 학생, 훈련생들이 일주일에 50 시간의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넓은 

남태평양 지역을 섬기기 위해 훈련 센터를 세웠다. 

솔로몬 군도 2013 년 7 월, 수상인 고든 다시 리로는 수도인 Honiara 에 기도의 집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2009 년에는 Malaita 섬의 Fa’arau 정글 마을에서는 기도의 집이 시작되었으며, 이곳은 

전기도, 흐르는 물도 없는 곳이다. 이곳의 중보자들은 시스템과 악기 소리를 내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 이곳의 수상인 피터 오닐은 2013 년 8 월에 Goroka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