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GROWING IN PRAYER (PART 1)   

      Session 7 Releasing God’s Power Through Intercession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짐 

I. THE MAJESTY AND MYSTERY OF INTERCESSION: AGREEMENT WITH GOD 
중보의 위엄과 신비: 하나님께 동의함 

A. Intercessory worship is the primary means by which God has chosen to release His power on earth 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In this, God’s people express their agreement with the Lord.  
In worship we agree with who He is, and in intercession we agree with what He promised to do.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다음 시대에서 이 땅에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중보적 
예배(중보 예배)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통해 주님과의 동의함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동의하게 되며, 중보를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동의하게 된다. 
23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to worship 
Him. (Jn. 4:23)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1. Worship and prayer flow together before God’s throne and contribute to what God does on the earth. 
When the “golden bowls of prayer” are full in heaven, then Jesus will open the seals or release His 
end-time judgments against the Antichrist.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시는 일들에 
영향을 끼친다. 하늘에 있는 “기도의 금 대접”이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인봉을 떼실 것이며, 
이는 그분의 마지막 때 심판을 적그리스도에게 쏟아 붓는 일이다. 

8...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9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open its seals…we shall reign on the earth.” (Rev. 5:8-10)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 10 …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8-10) 

3...the prayers of all the saints upon the golden altar which was before the throne… 
4the incense, with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ed before God…5Then the angel took the censer, 
filled it with fire from the altar, and threw it to the earth [releasing judgment]… (Rev. 8:3-5)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심판이 부어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 8:3-5) 

2. The Lord uses intercessory worship to release His justice (vengeance against His en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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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중보적인 예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부으신다 (대적들을 향한 그분의 복수). 

6Let the high praises of God be in their mouth…7to execute vengeance [justice] on the nations…8to 
bind their kings with chains..., and their nobles with fetters of iron; 9to execute on them the written 
judgment—this honor have all His saints. (Ps. 149:6-9)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 7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정의, 공의] 민족들을 
벌하며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 149:6-9) 

B. The majesty of intercession: God has chosen intercession as the primary means by which He releases His 
power. Jesus intercedes forever (Heb. 7:25; Rom. 8:34).  

중보의 위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부으시는 주요 수단으로 중보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히 계속된다 (히 7:25; 롬 8:34). 
25He always [forever]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 7:25)   
25 … 이는 그가 항상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1. Through intercession, Jesus releases His power to rule and possess the nations (Ps. 2:7-8).  

예수님께서는 중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며, 열방을 다스리고 소유하신다 (시 2:7-8). 
7I [Jesus] will declare the decree: The LORD [the Father] has said to Me, “You are My Son… 8Ask 
of Me [intercession], and I will give You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Ps. 2:7–8) 
7 내가 [예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중보]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7-8) 

2. He operated in the principle of intercession by speaking the Word to create the earth (Gen. 1).  

그분은 중보의 원리 가운데 말씀을 말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창 1장). 

C. The mystery of intercession: The primary principle of intercession is simply to tell God what He tells us to 
tell Him as the means of releasing His power. It is profoundly simple. Its mystery lies in its “weakness,” 
simplicity, and accessibility to all. Intercession is God’s brilliant strategy for including the saints in ruling 
with Him in power.  

중보의 신비: 중보의 핵심 원리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하도록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고 부어지게 된다. 이는 너무도 깊고 단순한 일이다. 이 중보의 
신비는 이것 자체의 “연약함”과 단순함,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중보는 성도들을 
그분의 권능의 통치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다. 

II. JESUS CREATED THE EARTH: THE PRINCIPLE OF INTERCESSION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 중보의 원리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http://www.ihopkc.org/
http://www.mikebickle.org/


GROWING IN PRAYER (PART 1) – MIKE BICKLE 
Session 7 Releasing God’s Power Through Intercession Page 3 
 

A. The principle of intercession was expressed at creation: The Father’s plans were spoken by Jesus, and then 
the Spirit released power. The Father has many plans in His heart and ordained that Jesus speak them out in 
intercession. We see Jesus’s work in the phrase “and God said” ten times in Genesis 1. Jesus is identified as 
the Creator who said, “Let there be light” (Jn. 1:3; Eph. 3:9). 

이 중보의 원리는 이 땅이 창조될 때에 우리에게 보여졌다: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중보를 통해 이를 계획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1 장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10 번이나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2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the Spirit was hovering over the…waters. 3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9God said, “Let the waters…be gathered together...” and it was so…11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and it was so.” (Gen. 1:2-11)  
2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2-11) 
6By the word of the LORD the heavens were made… (Ps. 33:6)  
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 33:6) 

B. Jesus sustains and upholds (holds together) the created order by speaking the word of His power to the Father 
(Col. 1:16-17; Heb. 1:2-3). God “brings us forth” in blessing and power as Jesus speaks His Word over our 
lives (Jas. 1:18). These are examples of how intercession is expressed by Jesus.  

예수님께서 창조계를 유지하시고 붙드시는 것은 그분의 권능의 말씀을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이다 (골 1:16-17; 히 1:2-3).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권능 가운데 “우리를 낳으신다” (약 1:18). 이는 예수님에 의해 중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3…who [Jesus]...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Heb. 1:3)  
3 … 그[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 (히 1:3) 
17And in Him all things consist [hold together, NIV, NAS]. (Col. 1:17) 
17 … 만물이 그[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17) 

C. When Jesus articulates the Father’s thoughts, He functions as the Living Word. One reason why Jesus is 
called the Word (Jn. 1:1; Rev. 19:13) is because He brings God’s ideas into existence in the natural world by 
speaking. In other words, He acts and rules by speaking the Word of God.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각들을 표현하실 때,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이유는 (요 1:1; 계 19:13) 그분이 아버지의 생각들을 자연계에 말씀하심으로 
이를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행하시며, 
통치하신다. 
1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esus]... 3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J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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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예수님]이시니라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 (요 1:1-3) 

D. When Jesus was tempted by Satan, He spoke God’s Word to resist each temptation (Mt. 4:1-10).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은 유혹들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마 
4:1-10). 
4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6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7Jesus 
said to him, “It is written again, ‘You shall not tempt the LORD …’” 9And he said to Him, “All these 
things I will give You if You…worship me.” 10Then Jesus said to him, “Away with you,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 (Mt. 4:4-10)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4-10) 

E. The word of God functions as the sword of the Spirit, striking Satan’s domain (Eph. 6:17). The sword of 
Jesus’ mouth refers to His power being released by the commands of His mouth. He uses the sword or rod of 
His mouth to judge and remove all that resists Him (Isa. 11:4; 49:2; Rev. 19:15).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단의 영역을 흔든다 (엡 6:17). 예수님의 입의 
검이란 그분의 입의 명령을 통해 권능이 부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분은 자신의 입의 검, 또는 막대기로 
그분을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제거하신다 (사 11:4; 49:2; 계 19:15). 
17Take...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Eph. 6:17)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7) 
2And He [the Father] has made My mouth like a sharp sword…” (Isa. 49:2) 
2 [아버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 (사 49:2) 
4He shall strik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Isa. 11:4)  
4 …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 (사 11:4) 

F. One aspect of the new covenant is that the Lord puts His words into the mouths of His people so that forever 
they may “speak in agreement with Him” to release His power on earth—this is a principle of intercession. 
The Lord has chosen to govern the earth in partnership with His people.  

신약(새 언약)에 있는 한가지 측면은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의 입에 두심으로 그들이 영원히 
“그분과 동의함 가운데 말하도록 함으로” 그분의 권능을 이 땅에 부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중보의 
원리이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되 자신의 백성들과 협력(동역) 가운데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21“…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My Spirit who is up you, and My words which I have put in your 
mouth,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from this time and forevermore.” (Isa. 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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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 59:21) 

G. The Lord put His words in the mouth of Jeremiah to bring about His purposes in the nations. 

주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심으로 열방 가운데 그분의 목적들이 이뤄지도록 하셨다. 
9“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10See, I have this day set you over the nations… 
to root out and to pull down, to destroy and to throw down, to build and to plant.” (Jer. 1:9-10) 
9 …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렘 1:9-10) 
8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in it day and night…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Josh. 1:8)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III. JESUS RELEASES GOD’S JUSTICE IN RESPONSE TO INTERCESSION  
예수님께서는 중보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공의)를 부으신다 

A. Justice is God making wrong things right and is released in connection to night-and-day prayer (speaking 
God’s Word). Jesus, the ultimate social reformer, was the first to connect justice to night-and-day prayer. 
Prayer confronts the source of injustice in the spirit realm.  

정의(공의)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들을 올바르게 만드시는 것이며, 이는 주야 기도(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와 연결되어 부어진다. 최고의 사회 개혁가이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처음으로 주야기도와 
연결하셨다.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불의한 것들의 근원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7Sha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8He will bring about 
justice for them speedily.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k. 18:7-8; 
NAS)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정의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 

B. Examples of God’s justice (judgment or salvation) that makes wrong things right: 

1. Healing: God’s judgment on sickness is seen in the manifestation of healing power.  
2. Revival: God’s judgment on compromise is seen in the Church being revived by the Spirit.  
3. Soul-winning: God’s judgment on the kingdom of darkness is seen when people get saved. 
4. End-time judgments: God’s judgments against the Antichrist’s governments and their actions 
5. Righteous legislation: God’s judgment on unrighteous laws (abortion laws, etc.)  

잘못된 일들을 올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심판 혹은 구원)의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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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 치유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 
2. 부흥: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 부흥되는 것에서 타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 
3. 영혼을 얻음: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에서 어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 
4. 마지막 때 심판들: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행동들에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들 
5. 의로운 법: 불의한 법들(낙태법안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C. We do not merely pray for the work that we do in the kingdom—prayer is part of our work.  
Oswald Chambers wrote, “Prayer does not fit us for the greater work; prayer is the greater work.”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의 하나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D. In our personal lives, we speak God’s Word against injustice and Satan’s lies that assault our hearts or the 
hearts of others. In this way we release strength to others called “encouragement” as it puts courage in their 
heart. God releases healing in this same way as we speak His Word over the sick.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거짓과 불의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으며 힘을 주는 “격려”를 해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병든 자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부으신다. 

IV. WEAKNESS AND WISDOM OF INTERCESSION: SEVEN BENEFITS  
중보의 연약함과 지혜: 7 가지 유익 

A. God uses things that men consider weak to triumph over the things that men consider mighty. God uses those 
who embrace the so-called “weakness” of praying to triumph over human might. Our prayers are often 
offered without us feeling God’s power, yet they ascend before God in power.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 위에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소위 “연약함”을 끌어안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힘을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올라간다. 
27…God has chosen the [so-called] weak things of the world to put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mighty…29that no flesh should glory in His presence. (1 Cor. 1:27)  
27 … 세상의 [소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29) 

B. Benefit #1: Renews our faith—Speaking God’s Word in intercession causes us to internalize His Word and 
thus renews our faith, draws us into intimacy with God, and transforms us. God’s words are spirit and life—
they impart God’s life to us (Jn. 6:63). Each time we say what God says, it marks and changes us. Each time 
we receive a small impartation of His life, which illuminates our mind and tenderizes our heart. This process 
renews our faith. As a programmer rewrites lines of code when developing a program, we “rewrite lines of 
code” in our heart by speaking God’s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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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 #1: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 –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요 6:63).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마다, 이는 우리 안에 인쳐지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조금씩 받을 때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며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된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한 줄 한 줄의 프로그램을 써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 마음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시 써나가게 된다.”  
63The words that I [Jesus] speak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Jn. 6:63)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예수님]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C. Benefit #2: Increased understanding—Intercession releases spiritual insight (Eph. 1:17). As Daniel prayed, 
Gabriel visited him and gave him “skill to understand” spiritual things (Dan. 9:20-23). 

유익 #2: 이해와 통찰력의 증가 - 중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준다 (엡 1:17).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그를 방문해서 그에게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단 9:20-23). 
17…the 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8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Eph. 1:17-18)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7-18) 
20Now while I was speaking, praying…and presenting my supplication before the LORD … 
21yes, while I was speaking in prayer, the man Gabriel…22said, “O Daniel, I have now come forth to give 
you skill to understand. 23At the beginning of your supplications the command went out, and I have come 
to tell you, for you are greatly beloved…understand the vision… (Dan. 9:20-23) 
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단 9:20-23) 

D. Benefit #3: Release of God’s power—Intercession releases God’s power and justice as it changes the 
spiritual atmosphere of cities (Lk. 18:8). When Daniel prayed, angelic activity increased and demonic 
activity was hindered in the spirit realm (Dan. 10). There is an irrefutable law we observe in history, that 
revival is released in a far greater measure when night-and-day prayer is offered. 

유익 #3: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 – 중보는 도시의 영적인 공기를 바꿈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를 
부어준다 (눅 18:8).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 천사의 활동이 증가하고 악한 영의 활동이 
제한되었다 (단 10 장).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이 없는데, 주야 기도가 드려졌을 때 부흥이 
더 큰 분량으로 부어졌다는 사실이다. 
21However,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Mt 17:21) 

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한글 KJV ,마 
17:21, 개역 개정에는 마 17:21 이 없음) 
12“…Daniel…I have come because of your words. 13But the [demonic] prince of…Persia withstood me 
twenty-one days…Michael [archangel]…came to help me… (Dan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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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악한]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단 10:12-13) 

E. Benefit #4: Love and Unity—Intercession is a practical expression of loving people as it releases deliverance 
for the needy and unites our heart to the people and places for which we pray. 

유익 #4: 사랑과 연합 – 중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부어주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사람들과 장소들)과 연합되도록 한다. 
19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through your prayer… (Phil. 1:19)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빌 1:19) 
11You also helping together in prayer for us … (2 Cor. 1:11)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 (고후 1:11) 

F. Benefit #5: Multiplied blessing—Intercession for others causes God’s blessings to multiply by returning 
back on the life of the intercessor. Every prayer to release God’s blessing and power on another is a prayer 
that God also returns back on you and your family. The law of the kingdom requires that we always receive 
more than what we give away by faith (Lk. 6:38).  

유익 #5: 배가된 축복 –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중보자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 위에 그분의 축복과 권능이 부어질 것에 대한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부어지도록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 것보다 항상 더 큰 분량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 (눅 6:38). 
38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and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bosom. For with 
the same measure that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Lk. 6:38)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 

G. Benefit #6: Long-term impact—Intercession makes a long-term impact. Our prayers for people and cities 
have an impact both now and in the age to come. The prayers of the saints from history are stored in a bowl 
near God’s throne and make an impact in the end times (Rev. 5:8; 8:1-6).  

유익 #6: 오랜 기간 동안의 영향력 – 중보는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친다. 사람과 도시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지금과 다가올 시대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역사를 통해 드려졌던 성도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대접에 담겨 있으며, 마지막 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계 5:8; 8:1-6). 

H. Benefit #7: Inheritance—Intercession gives us an “inheritance” in the people and places for which we pray. 
We have a spiritual investment with a sense of ownership, as well as eternal blessing and joy in all the people 
and places that we regularly pray for and serve (1 Thes. 2:19-20).  

유익 #7: 유업 – 중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장소들로부터 “유업”을 받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과 장소들을 향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섬김으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주인된 마음으로 영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 (살전 2:19-20). 
19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rejoicing? Is it not even you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at His coming? 20For you are our glory and joy. (1 Thes. 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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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살전 2:19-20) 

I. Summary: Intercession is God’s strategy for including the saints in ruling with Him in power. The activity of 
intercession renews our faith, transforms and draws us into intimacy with God, increases understanding, 
releases God’s power, expresses love, leads to unity, multiplies our blessing, has long-term impact, and 
increases our inheritance.  

요약: 중보는 성도를 하나님과 함께 권능으로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분의 전략이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며, 우리의 이해와 통찰력을 
증가시켜 주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도록 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연합으로 이끌며, 우리의 축복을 
배가시키며,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유업을 증가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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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P...the Uprayers of all the saintsU upon the golden altar which was before the throne… P4Pthe incense, with the Uprayers of the saintsU, ascended before God…P5PThen the angel took the censer, filled it with fire from the altar, and Uthrew it to the ...
	P3P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U성도의 기도U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P4P 향연이 U성도의 기도U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P5P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U땅에 쏟으매U [심판이 부어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 8:3-5)
	2. The Lord uses intercessory worship to release His justice (vengeance against His enemies).
	주님은 중보적인 예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부으신다 (대적들을 향한 그분의 복수).
	P6PLet the Uhigh praises of God be in their mouthU…P7Pto execute vengeance [justice] on the nations…P8Pto bind their kings with chains..., and their nobles with fetters of iron; P9Pto execute on them the written judgment—Uthis honor have all His saint...
	P6P U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U … P7P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정의, 공의] 민족들을 벌하며 P8P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P9P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U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U 할렐루야 (시 149:6-9)
	P25PHeU always [forever] lives to make intercessionU for them. (Heb. 7:25)
	P25P … 이는 그가 U항상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U (히 7:25)
	1. Through intercession, Jesus releases His power to rule and possess the nations (Ps. 2:7-8).
	예수님께서는 중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며, 열방을 다스리고 소유하신다 (시 2:7-8).
	P7PI [Jesus] will declare the decree: The Lord [the Father] has said to Me, “You are My Son… P8PUAsk of MeU [intercession], and I will give You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Ps. 2:7–8)
	P7P 내가 [예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P8P U내게 구하라U [중보]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7-8)
	2. He operated in the principle of intercession by speaking the Word to create the earth (Gen. 1).
	그분은 중보의 원리 가운데 말씀을 말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창 1장).

	II. Jesus created the earth: The principle of intercession
	P2P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the USpirit was hoveringU over the…waters. P3PGod said, “ULet there be lightU”; and there was light. P9PGod said, “ULet the watersU…be gathered together...” and it was so…P11PGod said, “ULet the earthU bring f...
	P2P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U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U P3P 하나님이 이르시되 U빛이 있으라U 하시니 빛이 있었고 … P9P U하나님이 이르시되U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P11P U하나님이 이르시되U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2-11)
	P6PUBy the word of the LordU the heavens were made… (Ps. 33:6)
	P6P U여호와의 말씀으로U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 33:6)
	P3P…who [Jesus]...UupholdingU all things Uby the wordU of His power… (Heb. 1:3)
	P3P … 그[예수님]의 능력의 U말씀으로U 만물을 U붙드시며U … (히 1:3)
	P17PAnd Uin HimU all things UconsistU [hold together, NIV, NAS]. (Col. 1:17)
	P17P … 만물이 U그[예수님] 안에U U함께 섰느니라U (골 1:17)
	P1PIn the beginning was Uthe WordU,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UWord was GodU [Jesus]... P3PAll things were UmadeU through Him… (Jn. 1:1-3)
	P1P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U이 말씀이U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U이 말씀은 곧 하나님[예수님]이시니라U … P3P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U지은 바 되었으니U … (요 1:1-3)
	P4PHe answered and said, “UIt is writtenU,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P6P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P7PJesus said to him, “UIt is writtenU again, ‘Y...
	P4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U기록되었으되U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P6P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 P7P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U기록되었으되U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P9P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P10P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U기록되었으되U 주 너...
	P17PTake...the UswordU of the Spirit, Uwhich is the Word of GodU. (Eph. 6:17)
	P17P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U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U (엡 6:17)
	P2PAnd He [the Father] has made UMy mouth like a sharp swordU…” (Isa. 49:2)
	P2P [아버지께서] U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U … (사 49:2)
	P4PHe shall strike the earth with the Urod of His mouthU… (Isa. 11:4)
	P4P … U그의 입의 막대기로 U세상을 치며 … (사 11:4)
	P21P“…this is UMy covenantU with them: My Spirit who is up you, and UMy words which I have put in your mouthU,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from this time and UforevermoreU.” (Isa. 59:21)
	P21P … 내가 그들과 세운 U나의 언약U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U네 입에 둔 나의 말U이 이제부터 U영원하도록U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 59:21)
	P9P“Behold, U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U. P10PSee, I have this day set you over the nations… to root out and to pull down, to destroy and to throw down, to build and to plant.” (Jer. 1:9-10)
	P9P … 보라 U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U P10P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렘 1:9-10)
	P8PThis Book of the Law U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U, but you shall meditate in it day and night…then you will make your way UprosperousU, and then you will have Ugood successU. (Josh. 1:8)
	P8P 이 율법책을 U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U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U평탄하게 될 것이며U U네가 형통하리라U (수 1:8)

	III. Jesus releases God’s justice in response to intercession
	P7PShall not God bring about UjusticeU for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P8PHe will bring about justice for them speedily.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k. 18:7-8; NAS)
	P7P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U원한을 풀어 주지U [정의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P8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

	IV. weakness and wisdom of intercession: seven benefits
	P27P…God has chosen the [so-called] Uweak thingsU of the world to put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mighty…P29Pthat no flesh should glory in His presence. (1 Cor. 1:27)
	P27P … 세상의 [소위] U약한 것들을U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P29P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29)
	P63PThe words that I [Jesus] speak to you are UspiritU, and they are UlifeU. (Jn. 6:63)
	P63P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예수님]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U영이요 생명이라U (요 6:63)
	P17P…the 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 the U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U in the knowledge of Him, P18Pthe eyes of your U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U; that you may know… (Eph. 1:17-18)
	P17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U지혜와 계시의 영U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P18P U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U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7-18)
	P20PNow while I was speaking, UprayingU…and Upresenting my supplicationU before the Lord … P21Pyes, Uwhile I was speaking in prayerU, the man Gabriel…P22Psaid, “O Daniel, I have now come forth to give you Uskill to understandU. P23PAt the beginning of...
	P20P 내가 이같이 말하여 U기도하며U …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U간구할 때U P21P 곧 U내가 기도할 때에U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 P22P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U지혜와 총명을U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P23P 곧 네가 U기도를 시작할U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U환상을 깨달을지니라U (단 ...
	P21PHowever, this kind does not go out Uexcept by prayerU and fasting.” (Mt 17:21)
	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U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U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한글KJV ,마 17:21, 개역 개정에는 마 17:21이 없음)
	P12P“…Daniel…I have come Ubecause of your wordsU. P13PBut the [demonic] prince of…Persia Uwithstood meU twenty-one days…Michael [archangel]…Ucame to help meU… (Dan 10:12-13)
	P12P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 U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U P13P 그런데 바사 왕국의 [악한]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U나를 막았으므로U … [천사장] 미가엘이 U와서 나를 도와주므로U (단 10:12-13)
	P19P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Uthrough your prayerU… (Phil. 1:19)
	P19P 이것이 U너희의 간구와U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빌 1:19)
	P11PYou also Uhelping together in prayer for usU … (2 Cor. 1:11)
	P11P 너희도 U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U … (고후 1:11)
	P38PGive, and Uit will be given to youU: good measure…and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bosom. For with the Usame measureU that you use, U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U. (Lk. 6:38)
	P38P 주라 그리하면 U너희에게 줄 것이니U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U그 헤아림으로U U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U (눅 6:38)
	P19P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rejoicing? UIs it not even youU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at His coming? P20PUFor you are our glory and joyU. (1 Thes. 2:19-20)
	P19P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U너희가 아니냐 UP20P U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U (살전 2: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