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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the Righteous Avails Much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I. INTRODUCTION  
도입 

A. James was known traditionally as a great man of prayer. His letter gives us significant insight into prayer. 
His summary principle is the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avails much.  

야고보는 예전부터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서신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그의 원리의 요점은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이다. 
15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heal] the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16Confess your trespasse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17Elijah…prayed earnestly… (Jas. 5:15–
17)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글 KJV: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17 엘리야는 … 간절히 기도한즉  … (약 
5:15-17) 

B. Effective prayer: is prayer that is in agreement with God’s will and offered in faith (confidence) and in 
commitment to the family of God. Effective prayer is offered in context to believers in strong 
relationships—such that they open their heart in confession of their faults to one another and they invest 
time to specifically pray for one another.  

효과적인 기도 :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이고 믿음(확신)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 헌신된 기도이다. 효과적인 기도는 견고한 관계, 즉 마음을 열고 각자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성도들의 관계안에서 일어난다. 
14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15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we have the petitions… (1 Jn. 5:14–15) 
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C. Fervent prayer: is prayer that is persistent and in deep engagement with God from our heart.  
The phrase “Elijah prayed earnestly” (5:17) in the Greek (proseuch) is literally he “prayed with prayer.” 
Moule points out that it reflects a Hebrew idiom that expresses frequency of a prayer.  

열렬한 기도: 이는 지속적이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기도이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5:17)이라는 구절의 헬라어(프로스유케이)의 뜻은 문자적으로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이다. 모울(Moule)은 이것이 기도의 빈번함을 표현하는 히브리 관용구를 나타냄을 지적했다. 

1. To be fervent is to be persistent and insistent (Mt. 7:7-8; Lk. 11:5-10; 18:1, 7). Jesus called us to 
ask and keep on asking, to seek and keep on seeking, etc. The verbs are in the continuous present 
tense, indicating that we are to do this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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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렬하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덕짐을 말한다 (마 7:7-8; 눅 11:5-10; 18:1, 7).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또한 찾고 계속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를 계속해서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8…because of his persist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9“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Lk. 11:8–9)  
8 …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 (눅 11:8-9) 

2. When our asking is casual, we put little effort into it, because it is not something we greatly value. 
When we highly prize something, we search for it with all our heart.  

우리가 무관심하게 구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이것을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할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 
13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Jer. 29:13)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3) 

3. Paul called us to pray with all perseverance (Eph. 6:18). He also exhorted us to “strive” (Rom. 
15:30), “labor fervently” (Col. 4:12), and “wrestle” (Eph. 6:12) in prayer.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인내로 기도할 것을 말했다 (엡 6:18). 그는 또한 우리가 “분투할 것”과 (롬 
15:30, 한글 KJV), “열심히 애쓰고”  (골 4:12) 기도 가운데 “씨름할 것”(엡 6:12)을권고했다. 
18Praying always…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Eph. 6:18)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한글 KJV: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4. Do not disregard your prayers because they are not offered with intense expressions of emotion 
and physical energy. Passionate fervent prayer is mostly about being persistent and engaged with 
God not about the style of delivery. Some conclude they lack the necessary passion for God to 
answer them because they compare their “prayer style” to those who pray with great energy on a 
microphone. I assume that 99% of one’s prayer life is not on a microphone. Many of our prayers 
are offered as the whispers of our heart. 

당신의 기도가 감정과 육체적인 에너지의 강렬한 표현으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경시 
여기지 마라 . 열정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대부분 지속적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도가 표현되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마이크에 대고 
엄청난 에너지로 기도하는 이들과 자신의 “기도 스타일”을 비교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필수적인 열정이 부족하다고 결론짓는다. 나는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의 99%는 마이크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우리 마음의 속삭임으로 
드려진다. 

D. A righteous person: is one who sets their heart to obey God. We must seek to live in agreement with His 
heart and character. Prayer is no substitute for obedience. Jesus connected our prayer life and love for 
God with our pursuit to obey and see God glorified in our life (Jn. 14:13-24).  

의인 : 이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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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자로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 기도는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음의 것, 즉 순종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 지으셨다. 
22And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1 Jn. 3:22)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2) 
 
13An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14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n. 14:13–15)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3-15) 
 

2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Isa. 59:2)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2) 

E. James chose Elijah’s effective prayer life as a premier example of faith (1 Kgs. 17–19). Elijah was a weak 
man with a nature like ours (Jas. 5:17). He was even prone to fear and discouragement, but his prayer life 
was still very effective (1 Kg. 19).  

야고보는 엘리야의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최고의 믿음의 예로 선택했다 (왕상 17-19 장).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다 (약 5:17). 그에게 쉽게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성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삶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왕상 19 장).  
17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and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18And he prayed again, and the heaven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fruit. (Jas. 5:17–18)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7-18) 

1. God used a weak man like Elijah not just to bless individuals through prayer, but to cause the 
nation of Israel to return to God by releasing supernatural miracles of fire, drought, and then rain 
(1 Kgs. 17:1; 18:1, 37–38).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기도를 통해 개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과 가뭄,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품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왕상 17:1; 18:1, 37–38). 

2. The motive in Elijah’s prayer was for God to be glorified by demonstrating His power and 
causing the nation of Israel to return to God (1 Kg. 18; Jas. 5:19–20).  

엘리야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됨을 위함이었다 (왕상 18; 약 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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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ummary: Prayer is to agree with God’s purpose, to be righteous is to agree with God’s character, and to 
be fervent is to agree with God’s priorities or desires as seen by persistence.   

요약 :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동의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의하는 것이며 열렬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 순위 혹은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II. PRAYER THAT AVAILS MUCH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A. James assured us that our prayer avails much—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We cannot properly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prayer in impacting our heart, others or the nations.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다른 이들, 혹은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16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Jas. 5:16)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글 KJV: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약 5:16) 

B. All of the prayers in God’s will from history are stored in bowls by the throne (Rev. 5:8; 8:1-6). Our 
prayers remain “alive” in God’s sight long after this life. The “bowls of prayer” before God’s throne 
consist of all the prayers of the saints from all the nations throughout all history.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모든 기도들은 보좌 앞의 대접에 축적되어 있다 (계 5:8; 8:1-6). 
우리의 기도들은 우리의 이생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의 눈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의 “기도의 대접”은 모든 역사 동안 드려진 모든 열방의 성도들의 기도들로 차 있다. 
8…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v. 5:8)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3He [angel] was given much incense, that he should offer it with the prayers of all the saints upon the 
golden altar which was before the throne. 4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ith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ed before God… (Rev.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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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8:3-4) 

C. God never forgets anything that we do in obedience to His will and out of love for Him.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한 어떤 일도 잊지 않으신다. 
10For God is not unjust to forget your work and labor of love which you have shown toward His name, 
in that you have ministered to the saints, and do minister. (Heb. 6:10) 
10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D. An angel told Cornelius that his prayers and financial giving would be remembered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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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는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말했다. 
4He [angel] said…, “Your prayers and your alms have come up for a memorial before God. (Acts 10:4)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행 10:4) 

E. None of our prayers are wasted—He sees them according to the riches of glory (Eph. 1:18; 3:16). 

우리의 어떤 기도도 헛되이 드려지지 않는다 – 그분은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이것들을 바라보신다 (엡 
1:18; 3:16). 
18…that you may know…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 1:18)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8) 

F. Prayer for others always results in multiplied blessings returning back on the life of the one who prayed. 
The law of the kingdom requires that we receive more than what we give in faith (Lk. 6:38). We will 
never ever out give God. This principle applies to all that we do not just to finances. The measure that we 
give in prayer for others will be measured back to us. Every prayer of blessing for another is a prayer that 
God returns back on you and your family.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는 항상 이 기도를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배가된 축복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눅 6:38).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다. 이 원리는 재정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로 주는 동일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이들을 향한 모든 축복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갚으신다. 
38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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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tercession gives us an “inheritance” in the people and places that we pray for.  
This inheritance begins in this age and continues in the age to come. People in the age to come 
will remember the love (money and prayer, etc.) that you gave them and they will invite you into 
their home (Lk. 16:9). 

중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유업”을 우리에게 준다. 이 유업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며, 다가올 세상에서도 계속된다. 다가올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 준 이 
사랑(재정과 기도 등)을 기억할 것이며, 당신을 그들의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눅 16:9). 
9“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unrighteous mammon, that when you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an everlasting home. (Lk. 16:9)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눅 16:9) 

2. Even when we pray for our enemies, we end up being blessed by the very prayers we made on 
their behalf. For example, when we pray for the release of the spirit of revelation for someone, 
then we will also become the recipient of that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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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드린 기도들로 인해 결국 
축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에게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또한 그 기도의 결과를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44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nd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Mt. 5:44)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44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한글 KJV) 

3. There is much continuity between what we do now and what happens in the age to come. Our 
prayers now for cities and nations will continue to have an impact in the age to come. The prayers 
of the saints throughout history contribute to Jesus’ possession of nations. We will reign with 
Jesus over the nations in the age to come (Rev. 3:21; 5:10; 20:4-6)  

우리가 현재 하는 일과 다가올 세상에서 일어날 일 사이에는 많은 연속성이 있다. 우리가지금 
하는 도시와 국가를 위한 기도들은 다가올 세상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역사 
가운데 드려진 성도의 기도들은 예수님이 열방을 소유하시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 3:21; 5:10; 20:4-6). 
8Ask of Me [intercession], and I will give You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and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r possession. (Ps. 2:8) 
8 내게 구하라[중보]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G. The people whom Paul served will remember his love and labor for them in the age to come.  

바울이 섬긴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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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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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PRINCIPLES OF PRAYER  
기도의 원리 

A. God calls us to offer holy, believing, persevering prayer that flows from relationship in His family. 
Many of God’s promises for increased blessing in this life are not guarantees, but invitations to partner 
with Him in holy, believing, persevering prayer (Mk. 11:23; Jas. 4:2).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 안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하고, 믿음으로 드리며, 끈질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생에서의 증가된 축복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거룩하고, 믿음으로 드리며, 끈질긴 기도로 그분과 동역할 것에 대한 초청들이다 (막 11:23; 약 
4:2). 

B. Prayer was never meant to be duty-based or merely results-oriented. Rather, it is the place of en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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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od. Prayer is essential because it causes our heart to be energized, releases God’s blessing on 
circumstances, and results in changes in the Church, the nations, and society.  

기도는 절대로 의무에 기반하여 드리거나,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기도가 필수적인 것은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교회와 열방과 사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C. One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kingdom is that God releases more blessing if we ask for it. To ask 
implies that we verbalize our prayers not just think on them (this also helps us to control our thoughts in 
prayer). God knows all of our needs (Mt. 6:32), but still requires that we ask Him for them because it 
causes us to interact with His heart (Mt. 7:7).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부으신다는 
사실이다.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마 6:32),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그분께 구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마 7:7). 
6In everything by prayer…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Phil. 4:6)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2Yet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Jas. 4:2)  
2 …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약 4:2) 

D. There are blessings that God has chosen to give, but only as His people ask Him in faith. It is easy to 
think of our need without actually verbalizing it, but the Bible makes it clear that we actually have to say 
it. We can whisper it, we can mutter it or we can even groan it—these are forms of asking. It is not 
enough to simply think our requests. We actually have to ask Him because the “asking” leads to a greater 
heart connect with God. God knows that our greatness, satisfaction, and security are only found in our 
interaction with His heart in prayer.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만 주시기로 선택한 축복들이 있다.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를 
말해야 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속삭이거나, 중얼거리거나 또는 이를 낮은 탄성과 함께 
신음하며 말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구하는 것의 형태들이다. 우리의 구할 것들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분께 구해야 하는데,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이나 만족, 안전함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기도 가운데 상호작용을 할 때에만 찾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신다. 

E. God’s resources are withheld to “starve us out of prayerlessness.” He jealously protects His relationship 
with us by not answering our needs until we actually ask Him for them.  

하나님의 자원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보류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 그분께 실제적으로 구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질투하심으로 보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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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e Lord will wait, that He may be gracious to you...19He will be very gracious to you at the sound of 
your cry; when He hears it, He will answer you. (Isa. 30:18-19)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 19 …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사 30:18-19) 

F. The value of 90-second prayers: Short prayers are effective. Even 90-second prayers matter and can 
connect our heart with God and release the answer to us. Do not put off praying until you have an hour to 
pray. Even while we are rushing to an appointment, waiting at a stop light, or standing in line at a store 
we can offer 90 second prayers that will make a difference in your life. 

90 초 기도의 가치 : 짧은 기도들은 효과적이다. 비록 90 초 기도라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심이 부어지도록 한다. 당신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연기하지 마라. 우리가 약속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나, 빨간 불에 차를 정지하고 
있거나, 가게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90 초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G. The value of unanointed prayers: Some assume that when they do not feel anything when praying that 
God must not feel anything either. They conclude that such prayers are ineffective. The good news is that 
we offer our prayers in weakness, but they ascend to God in power because of the sufficiency of the blood 
of Jesus and because they are in agreement with God's heart. Instead of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our 
prayers by the emotions that we feel in a prayer time, we must measure them by what God says about 
them in His Word.  

기름부음이 없는 기도의 가치 : 어떤 사람은 그들이 기도할 때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도들은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기에, 그리고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것이기에 이 기도들은 하나님께 힘있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기도의 효과를 평가하기보다, 이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 
기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H. Summary: Prayer is God’s brilliant strategy for including the saints in ruling with Him in power. Yet, it 
has such great impact on us as it draws us into intimacy with God, as it protects with humility, transforms 
with holiness, anoints with power, unifies in community, releases revelation, and increases 
our inheritance while it trains us to rule with His wisdom.  

요약 : 기도는 주님과 함께 권능으로 다스리는 일에 성도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다. 게다가 이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 권능으로 기름 부으며 ,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 깨달음 (계시)을 부어주며, 우리의 유업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로 통치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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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o not disregard your prayers because they are not offered with intense expressions of emotion and physical energy. Passionate fervent prayer is mostly about being persistent and engaged with God not about the style of delivery. Some conclude they ...
	당신의 기도가 감정과 육체적인 에너지의 강렬한 표현으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경시 여기지 마라 . 열정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대부분 지속적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도가 표현되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마이크에 대고 엄청난 에너지로 기도하는 이들과 자신의 “기도 스타일”을 비교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필수적인 열정이 부족하다고 결론짓는다. 나는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의 99%는 마이크 앞이 아닌 ...
	41TP22P41TAnd whatever we ask Uwe receiveU from Him, U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U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1 Jn. 3:22)
	P22P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U받나니U 이는 U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U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2)
	P13PAnd Uwhatever you askU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UFather may be glorifiedU in the Son. P14P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P15P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n. 14:13–15)
	P13P 너희가 내 이름으로 U무엇을 구하든지U 내가 행하리니 이는 U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U P14P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P15P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3-15)
	P2PBut your UiniquitiesU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Uso that He will not hearU. (Isa. 59:2)
	P2P 오직 너희 U죄악이U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U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U (사 59:2)
	P17PElijah was a man with a Unature like oursU, and he prayed UearnestlyU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P18PAnd he Uprayed againU, and the heaven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fruit. (J...
	P17P 엘리야는 U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U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U간절히 기도한즉U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P18P U다시 기도하니U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7-18)
	1. God used a weak man like Elijah not just to bless individuals through prayer, but to cause the nation of Israel to return to God by releasing supernatural miracles of fire, drought, and then rain (1 Kgs. 17:1; 18:1, 37–38).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기도를 통해 개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과 가뭄,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품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왕상 17:1; 18:1, 37–38).
	2. The motive in Elijah’s prayer was for God to be glorified by demonstrating His power and causing the nation of Israel to return to God (1 Kg. 18; Jas. 5:19–20).
	엘리야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됨을 위함이었다 (왕상 18; 약 5:19–20).

	II. prayer that Avails much
	P16P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Uavails muchU. (Jas. 5:16)
	의인의 간구는 U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U [한글KJV: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U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U] (약 5:16)
	P8P…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Ubowls fullU of incense, which are the Uprayers of the saintsU. (Rev. 5:8)
	P8P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U향이 가득한 금 대접U을 가졌으니 이 향은 U성도의 기도들이라U (계 5:8)
	P3PHe [angel] was given much incense, that he should offer it Uwith the prayers of all the saintsU upon the golden altar which was Ubefore the throneU. P4P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ith the Uprayers of the saintsU, ascended before God… (Rev. 8:3–4)
	P3P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U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U U보좌 앞U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P4P 향연이 U성도의 기도와 함께U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 8:3-4)
	P10PFor God is not unjust to UforgetU your work and labor of Ulove which you have shown toward His nameU, in that you have ministered to the saints, and do minister. (Heb. 6:10)
	P10P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U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U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U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U (히 6:10)
	P4PHe [angel] said…, “Your UprayersU and your alms have come up for a Umemorial before GodU. (Acts 10:4)
	P4P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천사가] 이르되 네 U기도U와 구제가 U하나님 앞에U 상달되어 U기억하신 바 되었으니U (행 10:4)
	P18P…that you may know…what are the Uriches of the gloryU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 1:18)
	P18P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U영광의 풍성함U이 무엇이며 (엡 1:18)
	P38PGive, and Uit will be given to youU: good measure, pressed dow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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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U U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U (눅 6:38)
	1. Intercession gives us an “inheritance” in the people and places that we pray for.  This inheritance begins in this age and continues in the age to come. People in the age to come will remember the love (money and prayer, etc.) that you gave them an...
	중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유업”을 우리에게 준다. 이 유업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며, 다가올 세상에서도 계속된다. 다가올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 준 이 사랑(재정과 기도 등)을 기억할 것이며, 당신을 그들의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눅 16:9).
	P9P“And I say to you, Umake friendsU for yourselves by unrighteous mammon, that when you fail, Uthey may receive you into an everlasting homeU. (Lk. 16:9)
	P9P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U친구를 사귀라U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U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U (눅 16:9)
	2. Even when we pray for our enemies, we end up being blessed by the very prayers we made on their behalf. For example, when we pray for the release of the spirit of revelation for someone, then we will also become the recipient of that prayer.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드린 기도들로 인해 결국 축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에게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또한 그 기도의 결과를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P44P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nd U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U and persecute you…(Mt. 5:44)
	P44P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U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U (마 5:44)
	P44P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U너희를 천대하고U 박해하는 자들을 U위하여 기도하라U (마 5:44, 한글KJV)
	3. There is much continuity between what we do now and what happens in the age to come. Our prayers now for cities and nations will continue to have an impact in the age to come. The prayers of the saints throughout history contribute to Jesus’ posses...
	우리가 현재 하는 일과 다가올 세상에서 일어날 일 사이에는 많은 연속성이 있다. 우리가지금 하는 도시와 국가를 위한 기도들은 다가올 세상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역사 가운데 드려진 성도의 기도들은 예수님이 열방을 소유하시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 3:21; 5:10; 20:4-6).
	P8PAsk of Me [intercession], and I will give You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and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r possession. (Ps. 2:8)
	P8P 내게 구하라[중보]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P19P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rejoicing? Is it not even Uyou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at His comingU? P20PFor you are our glory and joy. (1 Thes. 2:19–20)
	P19P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U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U가 아니냐 P20P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살전 2:19-20)

	III.  Principles of prayer
	P6PIn UeverythingU by prayer…let your UrequestsU be made known to God… (Phil. 4:6)
	P6P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U모든 일에U 기도와 간구로, 너희 U구할 것을U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P2PYet you do not have Ubecause you do not askU. (Jas. 4:2)
	P2P … 너희가 얻지 못함은 U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U (약 4:2)
	P18PThe ULord will waitU, that He may be gracious to you...P19PHe will be very gracious to you at the UsoundU of your cry; UwhenU He hears it, He will answer you. (Isa. 30:18-19)
	P18P 그러나 U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U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 P19P … 그가 네 부르짖는 U소리로U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U그가 들으실 때에U 네게 응답하시리라 (사 30: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