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GROWING IN PRAYER (PART 2)   

       Session 9 The Call to Be a Full-Time Intercessory Missionary 
 전임 중보기도 선교사의 부르심 

I. INTRODUCTION  
도입 

A. One significant aspect of the global prayer movement is the growing number of believers the Lord is calling 
to engage in prayer ministry as a full-time occupation. I refer to those who are called to this vocation as 
“intercessory missionaries”—those who do the work of the kingdom (as a full-time occupation) from the 
place of prayer while embracing a missionary lifestyle and ministry focus.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주님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전임으로 기도 
사역에 임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을 “중보 기도 선교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전임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며 사역적인 초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B. People sometimes ask me what an intercessory missionary is and where this ministry title is mentioned in the 
Bible. The calling and occupation of intercessory missionary appears throughout the Scripture in principle, 
though it is not referred to by that specific name. However, its function can be found 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including passages that focus on end-time prophecy, as well as throughout church history 
and in contemporary ministries. 

사람들이 때론 내게 중보 기도 선교사가 무엇인지, 또 이 사역적 직임이 성경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 묻곤 
한다. 중보 기도 선교사라는 부르심과 직임은 성경에서 특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의 원리로써 나타나 있다. 이 역할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찾을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절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는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혹은 현대의 사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C. The New Testament gives only a few specific ministry titles and job descriptions, but it does encourage us to 
participate in kingdom-related activities such as winning the lost, caring for people, helping the poor, and 
praying. “Apostle” is the title with the clearest job description. But we don’t find the titles such as “senior 
pastor,” “marriage counselor,” “youth pastor,” “children’s pastor,” “outreach pastor,” and many other titles 
used in the church today. In fact, most of the titles that are currently used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신약은 사역적 명칭과 그 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던가,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기도를 해나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사도”는 가장 명확한 사역적 설명이 되어 있는 직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로 
목사”, “결혼 상담가”, “청년부 목사”, “유년부 목사”, “선교부 목사”나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칭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사실, 현재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명칭들은 신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D. It’s understandable that the Bible does not provide a comprehensive list of ministries the Holy Spirit has used 
to meet the needs of every culture in every generation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As long as 
biblical values are upheld, the church has the liberty to name specific ministry focuses in a way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generation and culture so that God’s purposes ar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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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교회 역사를 통한 모든 문화와 세대 가운데 있어왔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오신 사역의 
모든 이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경적인 가치들이 유지되는 
한, 교회는 특정한 세대나 문화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특정한 사역적인 부분의 이름을 
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II. INTERCESSORY MISSIONARIES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나타난 중보 기도 선교사 

A. The Old Testamen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full-time occupation of singers who ministered 
to God night and day. King David received understanding from the Holy Spirit related to how the temple was 
to be designed and how the priests and Levites (including singers and musicians) were supposed to function 
(1 Chr. 28:11-19).  

구약은 전임으로 노래함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긴 이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말해준다. 다윗 왕은 
성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자들을 포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대상 28:11-19). 

B. David was the first leader in the Bible to establish worship as a full-time occupation. The singers were 
employed in that work day and night, being “freed from other duties” (1 Chr. 9:33; Ps. 134). In other words, 
they did not have other jobs outside their temple responsibilities. What they did—singing and playing their 
instruments—was hard work. I imagine they had “worship team practices” and had to grow in musical skill, 
knowledge of the Scripture,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다윗은 예배하는 것을 전임 직분으로 세운 성경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주야로 이 일을 
했으며,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상 9:33; 시 134 편). 즉 그들은 성전에서 해야 하는 책무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 즉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나는 
그들이 “예배팀 연습”을 하거나 음악적인 기술과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와 연관된 모든 일들을 
성장시켜 나갔을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 
33These are the singers…who were free from other duties; for they were employed in that work day and 
night. (1 Chr. 9:33) 

33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대상 9:33) 

C. David set into place 8,000 “intercessory missionaries”—4,000 singers and musicians and 4,000 
gatekeepers— all of whom were Levites (1 Chr. 23:3-5). Imagine 4,000 full-time paid musicians and singers 
supported by the “gatekeepers” who took care of the buildings and finances and carried out many other 
activities to support the ministry to God in the temple. In our context “gatekeepers” include those who help 
in financial or event management, sound techs, IT and media teams, ushers, children’s ministry, editing, 
running the bookstore, the maintenance and security teams, etc. 

다윗은 8,000명의 “중보 기도 선교사”들을 세웠으며, 이들 중 4,000명은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었고, 4,000명은 문지기들이었다. 4,000 명의 전임 악기 연주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문지기들”이 건물과 재정을 돌봄으로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며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에서 떠받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현재 상황에서 “문지기들”은 재정이나 행사를 돕는 이들, 음향 기술자, 
IT와 미디어 팀, 안내원, 어린이 사역, 편집, 서점 운영, 관리팀과 보안 팀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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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our thousand were gatekeepers, and four thousand praised the LORD with musical instruments, 
“which I made,” said David, “for giving praise.” (1 Chr. 23:5) 

5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든 자들이라  (대상 
23:5) 

D. Establishing night-and-day prayer and worship required a significant amount of effort, and it was very 
expensive. But David insisted on making the costly investment of time and money because the Lord had 
commanded it and because he knew that the God of Israel is worthy of extravagant praise. 

밤낮으로 기도하는 주야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매우 값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대가가 따르는 시간과 재정을 투자할 것을 고집했는데, 이는 주께서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넘치는 찬양을 받기 합당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25And he [King Hezekiah] stationed the Levites in the house of the LORD with cymbals, with stringed 
instruments, and with harp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David…for thus was the commandment 
of the LORD by his prophets. (2 Chr. 29:25) 

25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대하 
29:25) 

E. After King David established a new order of worship, he commanded all the kings after him to uphold it 
because it was a direct command of God (2 Chr. 29:25; 35:4, 15; Ezra 3:10; Neh. 12:45). In the generations 
after David, when Israel went astray, God raised up spiritual reformers who restored worship as David 
commanded. Seven generations in the Old Testament honored the command given to David by restoring 
Davidic worship with full-time “intercessory missionaries.”  

다윗 왕은 새로운 예배 체계를 세운 이후, 자신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이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대하 29:25; 35:4, 15; 스 3:10; 느 12:45). 다윗 이후의 세대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윗이 명령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셨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며 전임 “중보기도 선교사들”이 세움으로, 다윗을 
통해 주어진 명령을 지켜나간 7 개의 세대가 있었다. 

F. Around 970 BC Solomon established singers according to the command that God had given David. 

BC 970년경,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명령을 따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14…he [Solomon] appointed…the Levites for their duties, to praise and serve before the priests, as the duty 
of each day required…for so David the man of God had commanded. (2 Chr. 8:14) 

14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대하 
8:14) 

G. Around 870 BC Jehoshaphat’s reform included establishing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in their place to 
sing to the Lord (2 Chr. 20:19, 21, 28). In about 835 BC Jehoiada the high priest restored worship with full-
time singers and mu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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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870년경, 여호사밧이 시행한 개혁에는 전임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 주께 
노래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대하 20:19, 21, 28).  
BC 835년경, 대 제사장 여호야다는 전임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섬기는 예배를 회복했다. 
18Jehoiada appointed the oversight of the house of the LORD …with rejoicing and with singing, as it was 
established by David. (2 Chr. 23:18) 

18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대하 23:18) 

H. Around 625 BC Josiah’s revival restored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to their places just as David had 
commanded the kings of Israel (2 Chr. 35:3-4, 15) 

BC 625년경, 요시아는 개혁을 통해 전임으로 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자리에 세웠으며,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한 것이었다 (대하 35:3-4, 15). 
15The singers, the sons of Asaph, were in their place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David…  
(2 Chr. 35:15) 

15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 (대하 35:15) 

I. In 536 BC Zerubbabel established singers and musicians in place to worship God as their full-time 
occupation because David had commanded that this be done in Israel (Ezra 3:10-11; Neh. 12:47).  
In 445 BC Ezra and Nehemiah established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and provided them with finances 
because David commanded it (Neh. 11:23; 12:24, 45-47; 13:5-12) 

BC 536년, 스룹바벨은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전임으로 섬기도록 자리에 세웠는데,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이 행해지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스 3:10-11; 느 12:47). 
BC 445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임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정을 
공급했는데, 이는 다윗이 이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느 11:23; 12:24, 45-47; 13:5-12). 
45Both the singers and the gatekeepers kept the charge of their God…according to the command of 
David…47In the days of Zerubbabel and in the days of Nehemiah all Israel gave the portions [finances] 
for the singers and the gatekeepers, a portion for each day. (Neh. 12:45-47) 

4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 47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재정]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 12:45-47) 

III. INTERCESSORY MISSIONARIES IN END-TIME PROPHECY 
마지막 때 예언에 나타나 있는 중보 기도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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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Jesus returns, the Spirit will raise up the greatest prayer movement in history. There are many 
indicators of this in the Scripture (Ps. 96:1, 9, 13; 98:1-9; 102:15-22; 122:6; 149:6-9; Isa. 19:20-22; 24:14-16, 
23; 25:9; 26:1, 8-9; 27:2-5, 13; 30:18-19, 29, 32; 35:2, 10; 42:10-15; 43:26; 51:11; 52:8; 62:6-7; Jer. 31:7; 
51:8; Joel 2:12-17, 32; Zeph. 2:1-3; Zech. 8:20-23; 10:1; 12:10; 13:9; Mt. 21:13; 25:1-13; Lk. 18:7-8; Rev. 
5:8; 6:9-11; 8:3-5; 9:13; 14:18; 16:7; 18:6; 22:17).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령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시 96:1, 9, 13; 98:1-9; 102:15-22; 122:6; 149:6-9; 사 19:20-22; 24:14-16, 23; 25:9; 
26:1, 8-9; 27:2-5, 13; 30:18-19, 29, 32; 35:2, 10; 42:10-15; 43:26; 51:11; 52:8; 62:6-7; 렘 31:7; 51:8; 욜 
2:12-17, 32; 습 2:1-3; 슥 8:20-23; 10:1; 12:10; 13:9; 마 21:13; 25:1-13; 눅 18:7-8; 계 5:8; 6:9-11; 8:3-5; 9:13; 
14:18; 16:7; 18:6; 22:17). 

B. The conflict at the end of the age will be between two global worship movements—one led by Jesus and one 
by the Antichrist’s worldwide, state-financed worship movement (Rev. 13:4, 8, 12, 15). 

마지막 시대에는 전 지구적인 2 개의 예배 운동의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경배 운동이 될 것이다 (계 13:4, 8, 
12, 15). 

C. Isaiah prophesied about prayer ministries that would continue 24/7 until Jesus restores Jerusalem as a praise 
in the earth—this occurs in context to His return. Isaiah referred to watchmen-intercessors whom the Lord 
Himself would appoint and set in place who would not keep silent day or night.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온 땅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계속될 24/7 기도 사역에 
대해 예언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일어나게 된다. 이사야는 파수꾼-중보자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들은 주께서 직접 세우시는 이들이며 주야로 잠잠치 않을 자들이다. 
6On your walls, O Jerusalem, I have appointed watchmen [intercessors]; all day and all night they 
will never keep silent. You who remind the Lord, take no rest for yourselves; 7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and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Isa. 62:6-7, NAS)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중보자]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1. This prophecy states that God will raise up 24/7 prayer ministries in the end times that will never be 
silent until Jesus returns, at which time He will make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24/7 기도 사역들을 일으키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절대 잠잠치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2. Only one generation will see the complet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to set watchmen (intercessors) in 
place to cry out day and night until Jerusalem is a praise in the earth.  

 오직 한 세대만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찬송이 되기까지 주야로 부르짖는 파수꾼(중보자들)이 
세워지는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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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CESSORY MISSIONARI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 나타난 중보 선교사들 

A. Some ask where intercessory missionaries are found in the New Testament. My response: Where in the New 
Testament do we find leaders who do not prioritize prayer? Beginning with Jesus and the apostles, the New 
Testament highlights many who gave themselves to prayer in an extravagant way. 

어떤 이들은 신약 어디에서 중보 기도 선교사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지 묻곤 한다. 내 대답은 이것이다: 
신약의 어디에서 기도를 우선 순위로 하지 않는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과 사도들에서 시작해서, 
신약은 기도에 자신을 넘치도록 드린 많은 이들을 강조하고 있다. 

B. Jesus personally spent long hours in prayer (Mk 1:35; 6:46; Lk 5:16; 6:12; 9:18, 28; 21:37). He emphasized 
prayer, or “watching,” more than any other specific activity when speaking about the generation in which He 
would return (Mt. 24:42-43; 25:13; Mk. 13:9, 33-38; Lk. 12:38-39; 21:36).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다 (막 1:35; 6:46; 눅 5:16; 6:12; 9:18, 28; 21:37). 
그분은 자신이 재림하시는 세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른 어떤 일들보다 기도하는 것, 또는 “깨어있는 
것”에 대해 강조하셨다 (마 24:42-43; 25:13; 막 13:9, 33-38; 눅 12:38-39; 21:36). 

C. Prayer was a high priority among the leaders in the New Testament (Acts 1:14, 24; 2:42; 3:1; 4:31; 6:4; 9:11; 
10:2-4, 9, 30-31; 11:5; 12:5, 12; 13:3; 14:23; 16:16, 25; Rom. 8:26; 10:1; 12:12; 1 Cor. 7:5; 2 Cor. 1:11; 9:14; 
13:7-9; Eph. 1:17-19; 3:14-20; 6:18; Phil. 1:4, 9-11; 4:6; Col. 1:3, 9-11; 4:2-3; 1 Thes. 3:10; 5:17, 25; 2 Thes. 
1:11; 3:1; 1 Tim. 2:8; 4:5; Heb. 13:18; Jas. 5:13-18; Jude 20). 

기도는 신약의 지도자들에게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행 1:14, 24; 2:42; 3:1; 4:31; 6:4; 9:11; 
10:2-4, 9, 30-31; 11:5; 12:5, 12; 13:3; 14:23; 16:16, 25; 롬 8:26; 10:1; 12:12; 고전 7:5; 고후 1:11; 9:14; 
13:7-9; 엡 1:17-19; 3:14-20; 6:18; 빌 1:4, 9-11; 4:6; 골 1:3, 9-11; 4:2-3; 살전 3:10; 5:17, 25; 살후 1:11; 3:1; 
딤전 2:8; 4:5; 히 13:18; 약 5:13-18; 유 20). 
4…but we will give ourselves continually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Acts 6:4)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행 6:4) 

42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in the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Acts 2:42)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D. Paul embraced night-and-day prayer in various seasons and called widows to this ministry (1 Thess. 3:10; 1 
Tim. 5:5; 2 Tim. 1:3). John the Baptist spent much time communing with the Lord in the wilderness of Judea 
(Matt. 3), and the apostles were very committed to their prayer lives (Acts 6:4).  

바울은 삶의 여러 시즌에서 주야로 기도했으며, 과부들을 이 사역을 하도록 불렀다 (살전 3:10; 딤전 5:5; 
딤후 1:3).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 많은 시간을 썼으며 (마 3 장), 사도들은 
기도의 삶에서 헌신되어 있었다 (행 6:4). 

V. THE ANNA CALLING 
안나의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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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e of the most powerful examples in the New Testament of an intercessory missionary is Anna, an elderly 
Jewish widow who prayed in the temple night and day prior to Jesus’s birth. She was empowered by the 
grace of God to spend long hours in His presence for many years. 

신약의 중보 기도 선교사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가 안나인데, 그녀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주야로 기도한 나이가 많은 과부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많은 해 동안 머물 수 
있었다. 
36Now there was one, Anna, a prophetess…she had lived with a husband seven years from her 
virginity; 37and this woman was a widow of about eighty-four years, who did not depart from the temple, 
but served God with fastings and prayers night and day. 38And coming in that instant she gave thanks to 
the Lord, and spoke of Him to all those who looked for redemption in Jerusalem. (Lk 2:36–38) 

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눅 2:36-38) 

B. Luke described Anna as a prophetess (2:36), an intercessor (2:37), and an evangelist (2:38). In this one 
woman the grace for three ministries—prophecy, intercession, and evangelism—came together. Anna was 
widowed after living with her husband for seven years (v. 36), so she was probably in her mid-twenties when 
I believe she began giving herself to prayer night and day. At 84 years old—approximately 60 years later—
she was still ministering to the Lord in prayer with fasting.  

누가는 안나를 여선지자 (2:36), 중보자 (2:37),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기술했다 (2:38). 이 한 여인 안에 
예언과 중보, 복음 전도의 세 가지 사역의 은혜가 함께 임해있었다. 안나는 남편과 7년간 지낸 후 과부가 
되었고 (36 절), 이 때는 그녀가 아마 20 대 중반이었을 것이며, 나는 그녀가 이때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84살이 되었을 때, 아마도 60 년 정도가 지난 후,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로 주를 
섬기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C. Anna is representative of intercessors with grace to sustain long hours of prayer for many years.  
Her calling—what I refer to as “the Anna calling”—transcends gender and age. It is for male and female, 
young and old. In this hour the Lord is calling people to the full-time occupation of worship and prayer like 
Anna to be modern-day “Annas” in the body of Christ around the world. 

안나는 긴 세월 동안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 은혜를 입은 중보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안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부르심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 청장년 
모두를 위한 것이다. 주께서는 지금 이 시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안나와 같이 예배와 기도를 
전임을 섬기는 현대의 “안나들”을 부르고 계신다. 

D. God’s kingdom work is accomplished both in the place of prayer and outside it. The three dimensions of 
missions work—continual prayer, mercy deeds, and sharing the gospel—must go together. Prayer causes the 
work of outreach to the lost and needy to be much more effective. Oswald Chambers said, “Prayer does not 
fit us for the greater work; prayer is the great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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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 자리 밖에서 성취된다. 선교 사역의 3 가지 차원, 즉 지속적인 
기도, 긍휼 사역, 복음 전도의 세 가지는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사역들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일이다.” 

E. Through the years “intercessory missionaries” have been known by different titles, but the biblical values 
behind their occupation is evident: they did the work of missions from a lifestyle of being deeply engaged in 
prayer, worship, and the Word. 

많은 세월 동안, “중보 기도 선교사들”은 다른 여러 명칭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들의 직임 이면에 깔린 
성경적인 가치들은 명확했다: 그들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삶을 기반으로 선교의 일을 
행해왔다. 

F. The Lord has led many throughout the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to establish night-and-day prayer 
ministries. Ministries from all streams of the body of Christ—Celtic, Orthodox, Catholic, and Protestant 
traditions—have mobilized 24/7 prayer ministries; see Growing in Prayer (chapter 27). 

주님은 교회사 2,000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주야 기도 사역을 세우도록 이끄셨다.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교단(켈틱 기독교,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전통)에서 나온 사역들은 24/7 기도 사역들을 일으켜왔다. 
“기도의 성장” 책을 참고 (27 장). 

G. Intercessory missionaries today—see Growing in Prayer (chapter 28) for many examples of how the Spirit 
has raised up thousands of new prayer ministries in these days. The number of 24/7 prayer ministry in the 
world has increased from fewer than twenty-five in 1984 to more than ten thousand. 

오늘날의 중보 기도 선교사들 – 오늘날 성령께서 어떻게 수천 개의 새로운 기도 사역들을 일으켜 
오셨는지의 많은 예는 “기도의 성장” 28 장에서 볼 수 있다. 전 세계에 24/7 기도 사역의 숫자는 1984 년에 
25 개도 안됐지만, 현재는 1,000 개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H. Certainly not everyone is called to be an Anna. We are all called to pray, but not necessarily as our primary 
occupation. The greatest ministry is to do the will of God, whatever that may be for each one of us. In other 
words, the greatest ministry you can have is the one to which God calls you. Embrace your own individual 
calling—whether it is serving God full-time in the marketplace, in your home, school or neighborhood, or in 
the prayer movement—because that is God’s highest calling for you. For some of you, full-time intercession 
is not your calling, but the Lord may lead you to support emotionally and/or financially someone who is 
called to this occupation.  

물론 모든 이들이 안나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만, 이 일이 꼭 
우리의 주요 직업, 직임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하던 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직장, 혹은 가장, 학교, 혹은 기도 운동에서 
전임으로 섬기는 일이건). 이는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전임 중보자가 당신의 부르심이 아니지만, 주께서는 당신이 이 직임을 가진 이들을 
감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끄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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