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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 The New Testament Model for Spiritual Warfare 
제 2과 신약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 모델 

I. REVIEW: THREE TYPES OF SPIRITUAL STRONGHOLDS TO PULL DOWN  
복습: 무너뜨려야 하는 세 가지 영적인 견고한 진 

A. One expression of prayer is commonly referred to as “spiritual warfare” because it contends against spiritual 
strongholds affecting the culture along with the government of specific cities and nations.  

기도의 한 형태 중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도가 특정한 도시나 나라의 문화나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견고한 진에 대적해서 싸우기 때문이다. 

B. Paul exhorted us to pull down spiritual strongholds; three strongholds are commonly identified. Paul used the 
analogy of a stronghold, or fortress, to describe how we overcome Satan’s attack.  
A stronghold in the ancient world was a fort or fortified city, which was often surrounded by a large stone 
wall. The purpose of a fortress wall around an ancient city was to keep an invading army out.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함을 말했다. 견고한 진은 보통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바울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견고한 진, 요새를 비유로 들었다. 
고대에 견고한 진은 요새, 혹은 요새화된 도시를 말했는데, 이는 종종 큰 돌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고대에 도시를 둘러싸는 요새와 같은 벽을 만드는 것은 군대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4For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carnal but mighty in God for pulling down strongholds, 5casting 
down arguments and every high thing that exalts itself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bringing 
every thought into captivity to the obedience of Christ. (2 Cor. 10:4-5)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한글 KJV: 모든 높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C. Spiritual demonic strongholds are established when people in a city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open the door 
to Satan through embracing ungodly belief systems, values, or actions. When people receive demonically 
energized lies, it results in their lives or city being held a measure of bondage. 

영적인 악한 견고한 진들은 한 도시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로 경건하지 않은 믿음이나 가치, 
행위를 받아들임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서 세워지게 된다. 사람들이 악한 영이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그들의 삶이나 도시가 결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D. Personal strongholds: Strongholds in our mind start as ideas that are in agreement with Satan.  

개인적인 견고한 진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의 견고한 진들은 사단에게 동의하는 생각들로부터 출발한다. 

E. Cultural strongholds: Strongholds in cultures consist of beliefs, values, actions, and laws in specific regions 
in agreement with Satan and against God’s righteousness. Repenting for these actions and laws, along with 
interceding for God’s mercy, is one way to dismantle cultural strong-holds.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people agree with Satan, keeping evil values entre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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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견고한 진들: 문화 안의 견고한 진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사단에 대해 동의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믿음이나 가치, 행동들, 그리고 법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적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러한 행위나 법들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 
동의하며, 악한 가치들이 견고하게 자리잡게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F. Cosmic strongholds: Strongholds in the spiritual realm are caused by demonic principalities in the air that 
assault cities and nations with a focus on attacking and influencing government leaders.  

우주적인 견고한 진들: 영적인 영역의 견고한 진들은 도시들이나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향을 
주며 공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하늘의 악한 정사들에 의해 생긴다. 

1.  These evil spirits are called principalities, powers,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and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Eph. 6:12).  

 이 악한 영들은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 불린다 (엡 6:12). 
12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against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Eph. 
6:12)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한글 KJV: 정사들 )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 

2.  They are high-ranking demonic beings that dwell in heavenly places (in the air), not in human beings 
(Eph. 2:2). These “disembodied demonic spirits” powerfully affect humans, but are different in 
function from demons who dwell in humans.  

 이들은 하늘(공중)에 거하는 높은 계급의 악한 존재들인데, 이들은 사람들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엡 2:2). 이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 악한 영들”은 인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들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과는 역할이 다르다. 
2…you once walked…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who now works in 
the sons of disobedience…(Eph. 2:2)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 2:2) 

G. Just as there is a human hierarchy in the government of nations, so there is a demonic hierarchy of above 
each region of the earth that affects the city and/or nation under them (Dan. 10:12, 20-21). These spirits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territorial spirits” since they influence specific areas. 

나라들의 정부들에도 인간들의 서열이 존재하듯이, 이 땅의 각 지역 위에는 악한 영들의 서열이 존재하며 
이는 그들 아래에 있는 도시나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단 10:12, 20-21). 이 영들은 “지역의 영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특정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II. CASTING DOWN SPIRITUAL STRONGHOLDS IN THE CULTURE    
문화 안에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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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ole cities, nations, or geographic regions can be affected by the same lies and assaulted by the same 
demonic activity. One way that we can recognize this is when we see a large amount of people in a region 
embracing the same patterns of darkness in their beliefs, values, and actions.  

도시, 나라, 혹은 특정 지역 전체는 동일한 거짓말의 영향을 받거나, 동일한 악한 영의 활동에 의한 공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한 지역의 많은 수의 사람들의 믿음, 가치관, 
행동들에서 동일한 패턴의 어둠을 발견할 때이다. 

B. Every high thing: We are to cast down every high thing that exalts itself against God. This speaks of 
demonic activities and ideas that are like a powerful wall, hindering God’s blessing in the cities. Demonic 
powers exalt themselves by seducing people to believe lies that attack the truth about God.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people agree with Satan and keep evil values entrenched.  

모든 높은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는 어떤 
도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벽과 같은 악한 행동들이나 생각들을 말한다. 
악한 권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 자신들을 높인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동의하며, 악한 가치들이 견고하게 자리잡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C. Ways in which we cast down “high things” that are against God in the culture: 

문화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길들 

1.  We proclaim the truth about Jesus and God’s victory: We publicly proclaim the truth of Jesus’ 
supremacy, victory, leadership, promises, values, etc. We expose the lies lodged in the culture. The 
declaration of truth is essential in dismantling cultural strongholds.  

 예수님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함과 승리, 리더십과 그분의 
약속들, 가치들 등에 대한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노출시켜야 한다. 진리에 대한 선포는 문화적인 견고한 진들을 벗겨버리는 것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2. We do the works of the kingdom as we confess our own sin and sin in the culture. We act in the 
opposite spirit of the evil that permeates a geographic area by doing godly deeds, calling the people 
and lawmakers in that region to repent of lies that they embrace as reflected in their ungodly beliefs, 
laws, values, and actions. For example, where oppression is identified as a spiritual stronghold, the 
church should focus on doing acts of generosity, servanthood, etc.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되, 우리 자신의 죄와 문화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건한 행동들을 해나가며, 그 지역 사람들과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믿음이나 법, 가치들이나 행동들에 반영되어 있는 거짓말들을 회개하도록 
도움으로, 그 지역에 스며들어 있는 악과 반대되는 영으로 행동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억압과 
압제가 견고한 진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서 대해서, 교회는 관대함과 종의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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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MIKE BICKLE 
Session 2 The New Testament Model for Spiritual Warfare Page 4 

3. We pray, asking the Father to intervene with His power and great mercy as we prophetically declare 
the truth of Jesus’ supremacy, victory, leadership, and promises. We pray the prayers of the Bible, 
remind God of His promises, and make prophetic decrees related to the supremacy of God and His 
purposes. Corporate prayer with fasting is helpful (Joel 2:12-17).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큰 자비하심으로 개입하시도록 
구해야 하며, 예수님의 탁월함과 승리, 그분의 리더십과 약속들에 대한 진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드리며,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목적들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들을 해나가야 한다. 금식하며 연합된 
기도는 이에 도움이 된다 (욜 2:12-17). 

D. See mikebickle.org to review Growing in Prayer, Part 1, Session 8 “The Value of Using Biblical Prayers” 
and “Appendix D for Prayers for Victory Over Cultural Strongholds focused on praying into issues related 
to justice, crisis events, politics, economics, families, media, educational, etc. 

Mikebickle.org(혹은 noahministry.org)에서 기도의 성장, 파트 1 의 8 과인 “성경적인 기도의 가치”를 
보거나 정의나 재난, 정치, 경제, 가정과 미디어와 교육 등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록 D, 문화적인 견고한 진들에 대해 승리하는 기도들”을 보라. 

III. THE PRINCIPLE OF AGREEING WITH GOD   
하나님께 동의하는 원칙 

A. Engaging in spiritual warfare is essentially agreeing with God and disagreeing with the enemy in our beliefs, 
values, and actions. It involves reminding God of His character and covenant promises, agreeing with His 
Word, and declaring the supremacy of Jesus. It involves confessing sin, rejecting the works of darkness, and 
acting in the opposite spirit by doing the works of the kingdom.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치관, 행동들로 하나님께 동의하며, 대적에게 동의하지 않음을 
말한다. 우리를 이를 하나님께 그분의 성품과 언약적 약속들을 상기시켜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함으로 행해나갈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며 죄를 
고백하고, 어둠의 일들을 거절하며, 이에 정 반대의 영으로 행함으로 이를 행해나갈 수 있다. 

B. The method of “warfare” emphasized in Scripture is to agree with God in worship and intercession. 

성경에서 이 “전쟁”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배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다. 

C. Worship is agreement with who God is. In worship we declare truths related to who God is such as “Holy is 
the Lord,” “You are worthy,”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etc.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동의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등의 선포를 말한다. 

D. Intercession is agreement with what God promises to do. In intercession we speak truths related to what 
God promises to do such as: “Lord, release a greater measure of Your Spirit’s activity to revive the church. 
Release the power of Your Word as confirmed with signs and w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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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중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님 당신의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부으시며, 이적과 기사로 이를 확증해주십시오.” 

E. When we agree with who God is, we call it worship. When we agree with what God promised to do, we call 
it intercession. In heaven, worship and intercession flow as one river and are woven together in the exercise 
of God’s government. They overlap and are deeply related. Both are necessary, so we must value both 
activities in our approach to God-centered spiritual warfare.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동의할 때, 우리는 이를 예배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동의할 때, 우리는 이를 중보라고 부른다. 하늘에서는 예배와 중보가 
하나의 강으로 흐르며, 하나님의 통치의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로 엮여있다. 이 둘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둘은 모두 필수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F. In addition to agreeing with God through worship and intercession, we also agree with Him through lives of 
holiness and in doing activities that bring blessing and healing to others.  

예배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 

1. Holiness is agreement with God’s heart of love. This involves repentance that breaks any agreement 
with darkness and comes into agreement with God’s love and purity.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는 회개함으로 어둠에 대해 어떤 동의라고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결함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 Healing is agreement with God’s desire to restore life. We proclaim the truth of Jesus as Healer and 
break agreement with sickness, asking to see a greater measure of His power. 

 치유는 우리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질병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며, 그분의 더 큰 능력이 
부어지도록 구해야 한다. 

IV. NEW TESTAMENT MODEL OF SPIRITUAL WARFARE PRAYER  
영적 전쟁 기도의 신약적인 모델 

A. There are differing views on “spiritual warfare prayer.” Some focus on God, while others focus on the 
demons attacking God’s purpose. The New Testament model is to direct our prayers to the Father, instead of 
demonic principalities, as the primary way to wrestle with the “disembodied” evil spirits in heavenly places 
(Eph. 6:12). Daniel prevailed over the principality of Persia (Dan. 10:12-13) as he fasted and prayed, 
focusing on God (Dan. 9:4–23), not on the demonic being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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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전쟁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초점을 맞춘다. 신약적인 모델은 
공중에 있는 “인간의 몸에 거하지 않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주요 방법으로써 (엡 6:12) 우리의 기도를 
악한 정사들로 향하게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단 9:4-23) 바사의 정사(통치자)를 압도했다 (단 10:12-13). 이는 악한 영들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었다. 

B. In my opinion,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general rule, in which case we address our proclamations directly 
to a demonic principality. On specific occasions the Spirit may lead some to speak directly in intercession to 
a demonic principality. However, this is not the primary prayer model presented by the New Testament. 
Jesus and the apostles did speak directly to demons that were dwelling in a person—thus to an “embodied” 
demonic spirit. Not one apostolic prayer is addressed to the devil.  

내 의견으로, 이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가 악한 정사를 향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경우에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보 가운데 악한 정사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신약에서 제시된 주요 기도 모델은 아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영, 즉 “인간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 
사도들의 기도 중 어느 하나도 악한 영을 향해 말한 기도는 없다. 

C. All the prayers of Jesus that are recorded in the Bible were directed to the Father (Jn. 14:16; 17:5, 11, 15, 25).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direct their prayers to the Father (Mt. 18:19; Lk. 11:2, 13).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기도들은 아버지를 향한 것들이었다 (요 14:16; 17:5, 11, 15, 25).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도가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가르치셨다 (마 18:19; 눅 11:2, 13). 

D. The apostles’ prayers also teach us to address the Father when we pray. In the “warfare epistle” Paul wrote to 
the Ephesians, he addressed all his prayers to the Father (Eph. 1:16–17; 3:14, 16, 20). 

우리는 또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말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록한 “영적 전쟁 서신”에서, 그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했다 (엡 1:16–
17; 3:14, 16, 20). 

E. The apostolic prayers are positive prayers asking God for the impartation of positive things instead of the 
removal of negative things.  

사도들의 기도(구,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주시길 구하기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들이다. 

1. Paul prayed for love to abound instead of asking for the removal of hatred or speaking against the 
demon of hatred (Phil. 1:9).  

 바울은 미움을 없애주시길 구하거나 악한 영을 대적해서 말하기 보다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했다 (빌 
1:9). 

2. Paul prayed for the impartation of unity instead of praying against division or the demon of division 
(Rom. 15:5). He asked for peace to increase instead of fear to be removed (Rom.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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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분열을 대적하며 기도하거나 분열의 영을 대적하기보다, 연합을 부어주시기를 구했다 (롬 
15:5). 그는 두려움이 제거될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평강이 증가되기를 기도했다 (롬 15:13). 

3. Paul did not pray against sin, but asked for an increase of holiness, purity, unity, and love  
(1 Thes. 3:12-13).  

 바울은 죄를 대적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며, 거룩과 정결, 연합, 사랑이 증가를 위해 기도했다 (살전 
3:12-13). 

V. WHAT HAPPENS IN THE SPIRIT REALM WHEN WE PRAY? (DAN. 10)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단 10 장) 

A. Daniel 10 gives us a snapshot of what happens in the spirit realm when God’s people pray. This is a favorite 
chapter for many intercessors because the veil is drawn back, allowing us to see how our prayers affect 
angels as well as demonic powers and principalities. It also reveals intense conflict between high-ranking 
angels and demons that is manifested in earthly spheres of government. 

다니엘서 1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기도 한데, 베일이 걷히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는 
물론 악마적인 정사와 권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이 땅의 통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높은 계급의 천사와 악한 영 사이의 강력한 충돌을 보여준다. 

B. In the spirit, angelic and demonic authority structures exist over each city and region in the world. There are 
high-ranking angels that serve God’s purposes, and there are high-ranking demons that fight against His 
purposes. The conflict between these angelic and demonic beings is dynamically related to the prayers and 
deeds of the people in the city or region over which these beings preside.  

이 세상의 각 도시와 지역에는 영적인 영역에 천사와 악한 영들의 권위 구조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섬기는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들에 반해 싸우는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천사와 악한 존재 간의 충돌은 이들이 거하는 해당 도시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나 행동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C. If we could see into the spirit realm, I believe we would be amazed by how much the heavenly host is 
involved in earthly affairs and how they respond to our prayers. 

만일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군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는지, 또 그들이 우리의 기도들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D. There is a dynamic correlation between what people do on earth and the measure of demonic activity that is 
released in the areas in which they live. For example, as people sin more in a particular city or region, they 
give greater access to the demonic realm to increase the amount of spiritual darkness in that city or region. 
The same principle operates in the angelic realm—the righteous deeds and prayers of the saints affect the 
measure of angelic activity in a specif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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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풀어지는 악한 영의 활동의 
정도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도시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욱 
지을수록, 그들은 악한 영들이게 그들의 도시나 지역을 더욱 열어주게 되어 영적인 어둠이 증가하게 
만들게 된다. 동일한 원리는 천사들의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와 기도들은 특정 
지역에 천사들의 활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E. Political leaders and the governmental infrastructures under them are deeply affected by the activity of angels 
and demons, though many of these leaders are completely unaware that they are wrestling against, and being 
oppressed and influenced by, demonic powers and principalities (Eph. 6:12). Whether kings, presidents, or 
prime ministers, they have high-ranking angels and demons related to their political sphere of authority. The 
result of the conflict between these good and evil forces affects many events, political decisions, and the 
spiritual culture of the cities of the earth.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부 구조는 천사와 악한 영들의 활동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의 많은 수는 그들이 악한 정사와 권세들과 씨름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 억압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엡 6:12).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던지, 그들의 정치적 권세는 높은 
계급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사이의 충돌은 많은 사건들과 
정치적 결정, 이 땅의 도시들의 영적인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F. I believe there are demonic assignments focused on deceiving and harassing every governmental leader from 
the highest office to the lowest position. When a person steps into office, he or she is stepping into an 
increased assault. For this reason we need to stand with them in prayer. 

내가 믿기로는, 고위직부터 가장 낮은 직책에 이르는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속이거나 공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악한 계획들이 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직책에 오르는 것은, 그가 더 많은 공격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도로 그들과 함께 서줘야 할 필요가 있다. 

G. When we pray, the Holy Spirit and the angels increase their activity on behalf of all those for whom we pray, 
and the result ultimately benefits us. Paul understood this truth, so he encouraged the body of Christ to make 
it a priority to pray for all in authority: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증가시켜나가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게 된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격려했다. 
1I exhort first of all that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and giving of thanks be made for all 
men, 2for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reverence. (1 Tim. 2:1-2)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1-2) 

H. Paul knew from the Scripture that the heart of a king or political leader is in the hand of the Lord. The Lord 
can turn it like channels of water, and He can use angels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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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왕이나 정치 지도자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마치 수로와 같이 바꾸실 수 있으며, 그분은 이 과정에서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like the rivers of water; He turns it wherever He wishes. (Prov. 
21:1)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한글 KJV: 강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 21:1) 

I. Consider how our prayers might affect a political leader. Sometimes when the leader of a nation feels 
oppressed, it is due to the influence of a demon. For example, when the president of a nation is having a 
difficult day, he or she may think they are simply in a bad mood. It may be just that, but in sometimes it is 
related to a demonic spirit seeking to oppress them.  

우리의 기도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해보라. 때로 국가 지도자가 마음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악한 영의 영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려운 날을 보낼 때, 
그는 단지 상황이 안 좋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때로 악한 영이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J. One purpose of the oppression is to get the leader to establish new laws and make decrees while under the 
oppressive influence of a demonic power. As a result of our prayers, angels drive back demons and hinder 
their negative influence on a political leader. 

이러한 압박을 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이러한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지도자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 천사들은 악한 영들을 밀어내거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저지한다. 

K. Just as demons can influence leaders to make poor decisions, angels can influence them to make wise 
decisions. When an ungodly king or president feels a sudden surge of peace in his heart, I believe is often 
related to the prayers of the saints. In this mindset, he or she is far more likely to make good decisions for 
their nation. The very tone and attitude in a president’s cabinet meetings can be affected by prayers, which 
release angelic activity that hinders demonic oppression, etc. 

악한 영들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나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건하지 않는 왕이나 대통령이 마음에 갑작스런 평안을 느낄 때, 내가 믿기로 
이런 인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마음이 이럴 때,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훨씬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통령 각료회의의 분위기나 태도는 우리의 기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천사들이 활동의 증가로 악한 압박감 등이 저지될 수도 있다. 

L. If the demonic hierarchy is not hindered sufficiently, then the human leader is influenced to make evil 
decisions. The leader has a free will, but if he or she has a mindset of peace, even though they may be an 
unbeliever, their decisions will be different from those made when angry, fearful, jealous, or oppressed. The 
leader still makes his own decisions, but under a very different influence, according to the angel or the 
demon that may be influencing their mind and body in that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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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영의 체계가 충분하게 저지되지 않을 때, 지도자들은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 이 지도자는 
자유 의지가 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일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질투, 압박감을 느낄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지도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에 육신에 영향을 주는 천사나 악한 영에 따라 매우 다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 

M. Our prayers for kings, presidents, and others in authority really matter, and they can affect the decisions that 
our leaders make. Their decisions can affect our lifestyles, families, and economies. This is one reason Paul 
exhorted us to pray for all who are in authority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1 Tim. 2:2).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그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결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가족,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다 (딤전 2:2). 

VI. DANIEL’S EXPERIENCE IN DANIEL 10 
다니엘이 다니엘서 10 장에서 경험한 것 

A. When Daniel was probably in his mid-eighties, he set his heart to pray for the Jews in Jerusalem. He prayed 
for twenty-one days with fasting because of the resistance against the remnant in Jerusalem. 

다니엘이 대략 80대 중반의 나이일 때,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21 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2I, Daniel, was mourning three full weeks. 3I ate no pleasant food, no meat or wine came into my mouth, 
nor did I anoint myself at all, till three whole weeks were fulfilled. (Dan. 10:2-3)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단 10:2-3) 

B. In response to Daniel’s prayer a mighty angel came (Dan. 10:10-14). This high-ranking angel (Dan. 10:5-6) 
was similar in stature to the angel that John later saw (Rev. 10:1). The angel said to Daniel: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 강력한 천사가 방문했다 (단 10:10-14). 이 높은 계급의 천사는 (단 
10:5-6)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천사와 모습이 비슷하다 (계 10:1).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12Then he [the angel] said to me, “Do not fear, Daniel, for from the first day that you set your heart to 
understand, and to humble yourself before your God, your words were heard; and I have come because of 
your words. 13But the [demonic]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withstood me twenty-one days; and 
behold, Michael [the archangel], one of the chief [angelic] princes, came to help me, for I had been left 
alone [without the aid of a high-ranking angel] there with the kings of Persia. (Dan. 10:12-13) 

12 그[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악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높은 계급의 천사의 
도움이 없을 때]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천사]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단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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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mighty angel pulled back the curtain in the spirit realm to allow Daniel to see a glimpse of the angelic 
and demonic authorities that are over the natural authority structures of the nations. He told Daniel that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withstood him when Daniel first began to pray.  

이 강력한 천사는 영적인 영역의 장막을 걷어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나라의 인간 권세자들의 구조 위에 
있는 천사와 악한 영의 권세들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다니엘이 처음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바사 
왕국의 왕”이 그를 막았다고 말했다. 

D. The prince of Persia is a reference to the demonic principality—a high-ranking demonic power— that was 
exerting his influence over the region of Persia (modern-day Iran) and was affecting the human prince of 
Persia in a negative way. This demonic prince of Persia was warring against Israel by seeking to stir up the 
human king of Persia against God’s people (Dan. 10:13, 20–21). 

여기서 바사 왕국의 왕은 악한 정사, 즉 높은 계급의 악한 영을 가리키며, 이는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바사 왕국의 왕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 바사 왕국의 
악한 왕은 바사 왕국의 인간 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 (단 10:13, 20-21). 

E. A “chief prince” is an archangel, one who leads angels. Jesus can easily overpower a demonic principality. 
However, His authority is exerted or made manifest in the earthly realm through believers who agree with 
Him and who persevere in obedience and prayer with faith.  

“가장 높은 군주”는 천사장을 말하며 천사들을 이끄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정사들을 손쉽게 
제압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의 권세는 그분께 동의하며, 믿음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영역에 행사되며 나타나게 된다. 

F. Daniel fought the demonic prince of Persia by agreeing with God in prayer and fasting. The mighty angel 
informed him that, “Michael, one of the chief princes, came to help” (v. 13).  

다니엘은 하나님께 동의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바사 왕국의 악한 왕과 싸웠다. 강력한 천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줬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3 절). 

G. From the first day: This is an important passage for understanding the theology of prayer. A mighty angel 
told Daniel, in essence, “From the very first day, twenty-one days ago, when you set your heart to humble 
yourself, I was sent to you.” The mighty angel made a dramatic statement: “I came because of your words.” 
This statement makes clear that angels respond to the prayers of the saints.  

첫날부터: 이는 기도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다. 강력한 천사는 다니엘에게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네가 마음을 겸손케 하여 마음을 정한 21 일 전 바로 그날에, 나는 네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 강력한 천사는 극적인 말을 한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은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1. I believe that if Daniel had not continued in prayer, the mighty angel would not have arrived.  

 만일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강력한 천사는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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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was important for Daniel to persevere in prayer even for full twenty-one days on that particular 
occasion to see the breakthrough that is recorded in Daniel 10.  

 다니엘이 다니엘서 10 장에 기록된 돌파를 보게 되는 그 시점까지 21일 동안 온전히 기도로 
인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H. Daniel’s experience proves that there i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our prayers and how God visits a 
city or nation. This is not about “earning” anything, but about coming into agreement with God’s will. Our 
words are heard because of Jesus’s death and resurrection. 

다니엘의 경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어떤 도시나 나라를 어떻게 방문하시는 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준다. 이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지의 문제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I. The reason Jesus releases His power more through prayer is because He wants partnership with His people, 
and prayer is one of the main ways that partnership is strengthened.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더욱 자신의 능력을 부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과의 동역을 원하시기 
때문이며, 이 동역이 강화되는 한 가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J. The spiritual events of Daniel 10 were recorded in the Scripture to give us a model of what God wants to do 
in our day to hinder the demonic principalities over Iran, Iraq, and every other nation.  

다니엘서 10장의 영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모든 열방에 악한 정사들을 막아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의 모델을 볼 수 
있다. 

K. Demonic principalities can be withstood as the Spirit raises up a “corporate Daniel” to pray for angelic help 
to overcome the demonic powers assaulting Israel (Rev. 12:7-9). 

성령께서 “연합된 다니엘”을 세우셔서 천사들의 도움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악한 
권세들을 이김으로 악한 정사들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 12:7-9). 

L. Indeed, Daniel 10 is a model of spiritual warfare for the end-time church. Let us take our stand before the 
throne of God as we follow this prayer model and ask for angelic intervention in our world today.  

다니엘서 10장은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한 영적 전쟁의 모델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 
기도의 모델을 기도해 나가며, 오늘날 이 시대에 천사들이 개입하도록 함께 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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