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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
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
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
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
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
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
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
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
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
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
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
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2-18)



10/40 창에 속한  비기독교 국가 선교를 위한 

2010년 연합기도회  

10/40 창은 위도 10에서 40도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일컬으며 북부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
의 국가들이 속해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약 65% 가 이곳에 거주하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주 종교입니다.  특히 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15억7천만 명의 모슬렘 인구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 기독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으며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위해 반드시 현대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곳입니다. 

2010년 중동부 및 서부 야영회 기간에 시작되어 북미주와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될 10 / 40 창
에 속한  비기독교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한  범지역적 연합기도회 참여를 호소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 줄 거룩한 정열을 위해 기도한 제
자들 (행 1:14-15;행적 37) 처럼 이 지역에서 현대 복음이 전해질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시대에 지체되는 영적 각성에 대해 통회하
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합된 신앙의지를 나타냄으로 성령 역사의 근거 (대하 7:14, 겔22:30, 36: 
37) 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합된 마음과 기도가 10/40 창에 속한 나라들의 복음화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성도
들의 기도생활 실천과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25일 

                                  기도인연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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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기도회 2010에 부치는 글   

합심기도로 10/40 지역에 속
한 비기독교 민족을 구원하라
홍명관/ 전 한국연합회장

기도에는 크게 개인기도와 합심기도가 있습
니다. 개인기도는 골방기도이고, 합심기도는 
다락방 기도 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기도를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라”(마 6:6).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
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 합심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
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 땅에서 맨다는 것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
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묶어놓고 이기
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심하여 올리는 기
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아
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합심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보
장한다는 것입니다. ‘합심하다’는 헬라어로 
‘숨포네오’(sumphoneo), 즉 “동의하다”라
는 뜻으로서 음악적으로 화음을 맞추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한 목
적을 위하여 올리는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이라는 결실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마음
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들의 합심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성령 충만
의 경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화를 가능케 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결과는 어떠
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
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
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
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
회는 각처에서 모여 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
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
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
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
다.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의 족속은 …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슥 12:8)는 예언이 성취되었다”(사도행적 48).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최선의 시간에 주실 것입니
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만 이룰 수 있습
니다. 사람은 결코 기도 이상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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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지역복음화를 위한 합심기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
도입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에 힘쓰”는 우리의 합심기도입니다. 물론 홀
로 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적을 갖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올리는 합심기도의 능
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에 나
타났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성도들의 합
심기도에서 나타났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에게 깨어 기도하도록 협
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사랑하시는 기도인연합 여러분! 

  우리는 2010년 중동부 및 서부야영회 기간 
중에 위도 10에서 40도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현대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곳입니다. 이 
특별 합심기도회는 2010년 중동부 및 서부 야
영회를 시작으로 하여 북미주와 해외에서 동
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 특별 합심기도회에 
모두가 참여합시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겸비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 줄 
거룩한 정열을 위해 기도한 제자들 (행 1:14-
15; 행적 37)처럼 이 지역에서 현대 복음이 
전해질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시다.

  비록 소수로 시작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한 합심기도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는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열매가 안디옥교
회의 합심기도에서 시작된 것처럼(행 13:1-3), 
금번 야영회 기간 중에 갖게 될 우리의 합심기
도회는 장차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
이며, 10/40 지역복음화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학봉 /빛고을교회 담임 

하나님은 의심 없이 그분께 구하는 모든 기도
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14:13,14), 성
경의 기록들은 실제로 간구자의 기대보다 더 다
양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되었다(요일 3:22).

사래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에겐 자식
이 없었고(창 11:30) 후사가 될 씨를 주시겠다
는 약속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의 기다림이 있었
다. 무려 25년이 지난 후 그의 나이 백세, 사라
의 나이 구십 세가 되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바람이 이루어졌다. 이는 “그가 가
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창 18:10)라고 말
씀하셨던 것처럼 긴 시간 후에 응답을 받았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
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며 만
졌고 즉시로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마
9:20-22).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기 전
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
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라고 하
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으로 드렸던 평생
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
나 그의 인생 120년, 가나안 입경 앞에서 간
곡하게 드린 간구-“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
게 하사”(신 3:25)-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박절하게 거절당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5). 모
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
님은 그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
하셨고 하늘 가나안으로 그를 데려 가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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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
씀하셨다. 그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 “마음
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행 1:14)썼
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 혀처럼 내리는 성
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경험
에도 옥의 티처럼 연합하여 드린 기도에 대
한 응답을 의심했던 일이 있었다. 저들은 베
드로가 풀려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으나(행 
12:5) 정작 그가 풀려나와 그들의 처소에 와
서 문을 두드리나 오히려 의심하며 믿지 않
았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왔다고 알리는 소
녀에게도 “네가 미쳤다”하며 “그의 천사
라”(행 12:15)는 말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드린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모인 무리들의 불안과 의
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
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린 기도
에서 얻는 교훈은 모든 연합된 간구에 응답하
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한다. 

전심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경
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
나 그분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
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예
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합된 기도에 대한 응
답을 지연시키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기도 드렸거든 어떻
게 응답해 주실는지 믿음의 눈으로 그 응답
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응답의 다양함은 그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을 택하시
기 때문이라는 것도 믿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도인연합회가 제안한 10/40창 선교지역과 북
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영적 세계에 
단체적 신앙의지의 표현”으로 기도드릴 때, 
비록 그 동안 드린 기도에 대한 가시적 변화와 
응답이 분명치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
하여야겠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의탁하자.

기도로 전도자들을 격려한다면 
김명호 /기도인연합 운영위원-전 삼육대 교수

나는 2001년에 필리핀 민다나오에 전도여행
을 갔다. 9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 수
백 명이 참가하였다. 나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필리핀 목사님이 그들의 말로 통역을 하였다. 

집회할 때마다 필리핀 교우들 여러 명이 강
단 뒤편 등단 준비를 하는 자리로 조용히 들
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등단하였고, 설교를 
하는데 열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들
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설교자와 통역
자 그리고 회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다. 뒤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
는지 모른다. 그들의 기도로 그 전도회가 성
황을 이루었고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
이다. 마치는 날 400 여명이 침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재림기별을 일찍 받아들여서 복 
받은 민족이 되었다. 물론 재림기별 받은 세
월에 비하여 신도들이 너무 적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말이다. 재림기별만이 아니
고 예수의 복음도 일찍 받았다. 그래서 한국
의 개신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니 아시
아 지역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인
구의 30%가 기독교인일 때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한단다. 천주교 개신교 합해서 아
마 국민의 30% 정도가 되는 모양이다. 얼마
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그것을 복인 줄 모르
고 비신자들보다 더 못한 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아
시아의 나라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아주 적다. 또 나라에 복음이 들어
갔어도 국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는 너
무 적은 것이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등
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복음의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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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의 爆彈을 터뜨려야 하는데 인간적 안목으
로 볼 때에는 너무 힘 드는 일인 것 같다. 직
접 그곳에 가서 복음의 전사노릇을 하지 못하
는 우리들은 기도의 전사가 되어 도움의 기
도를 올리는 것은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 아
니겠는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마
18:19)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
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다. 우리의 기도가, 동남아와 10도 40도 사이
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림기별을 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전도자들에
게 격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
는 것은 참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
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바울은 전도 여행하는 동안 편지로 자
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였다.(롬15:30-
32; 골4:3; 살전5:25; 살후3:1) 능력의 사도 바
울도 그의 전도 여행에 기도의 원군이 필요
한 것을 알았다. 기도인연합의 기도 동역자
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기도인연합에
서 기도를 할 때나 합심하여 이 지역을 위하
여 이 지역에도 재림기별이 속히 공고히 증거
되도록 기도하여, 거기서 일하는 전도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거
두어들이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
리는 경험에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호와 닛시, 기도의 승리
고문경/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제일 먼저 치르게 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
의 전쟁이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은 이제 막 애굽에서 해방된 노예출신들이
다. 이들은 어떤 무기도, 전투 훈련이나 경험

도 없는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들이다. 그러
나 아말렉은 전쟁에 아주 익숙하고 사납고 그
리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다. 양
쪽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먹 걸음마를 
뗀 갓난아이요 아말렉은 대장부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런 열
세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승리
를 거두었다. 그리고 “여호와 닛시” 승리
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개선가를 부르게 되었
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투방법과 승리
의 비결을 성경에서 배우고 본을 따라야 한다.

전투가 시작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스라엘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택하여 전
방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고 모세는 하나님
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홀과 함께 산
에 올라갔다. 이것이 모세의 작전이었다. 여호
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선발된 군사들을 이끌
고 전투에 임하였고 모세는 전투 장면이 내려
다보이는 언덕위에 올라가 양팔을 하늘로 향
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한 그 
지팡이)를 들고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이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
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
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라” (출 17:12)  모세와 아론과 홀 이 세 사
람의 합동 연합 기도는 도중에 결코 휴식이
나 중단이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인
들이 가질 자세이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 정신과 자세를 우리는 배우고 본받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
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삼상 12:23)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보통 각오
나 결심이 아니면 기도의 싸움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많
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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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계발 그리고 부흥이 우리 각 교회와 재림
성도 각 가정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된다.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우리
도 높이 휘날리자.     

엘리야의 기도
조대연 /전 삼육간호보건대학장 

왕상 18장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
는 영적 대 쟁투의 축소판으로 가장 극명하
게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때는 이스라
엘이 3년 반이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때
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신안 세계에 
편만한 영적기갈, 물기라고는 찾을 길이 없
는 영혼의 논바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으로 모아 단판을 내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은 
단번에 그 제안을 수락하는데 이유는, 갈멜산은 
바알의 본부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은 이미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들이 겨루는 싸움을 
보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Royal Box에는 아합과 그 신하들이 
자리했고 바알에게 속한 선수들이 화려한 유니
폼을 입고 위풍도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드
디어 game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들에게 우
선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놓
고 그 위에 불이 내리도록 야단법석을 떱니다.

바알의 이름도 소리쳐 부르고 광신적인 춤도 
추며 자기 몸을 베어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무
엇인가 곧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기된 얼굴로 불이 내려온다면, 이
러한 화려한 의식을 동반하고 내릴 것 같은 흥
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알신은 아무런 응답
도 하지 않았고 불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바
알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허상이었습니다.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
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치열한 사
단과의 전투였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게 기도의 조력자 아론과 홀이 필요함 같이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열한 전투 때에 주님만 홀로 남
기고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베
드로와 제자들의 패전의 원인이다.  화잇여
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다면 베드로
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
의 소망 3권 221)  기도의 실패는 영적 전쟁
의 패전에 첫째가는 원인임을 깨닫자. 나는 
지금 기도의 전투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인 전신갑
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에베소서 6:10-18
에 말한 다음에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
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1세기에는 도시
와 산업화로 인해 정치나 경제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바쁜 사회 그리고 도덕적으로 방종과 타락
이 오늘과 같은 때가 아니라 평화롭고 조용
한 농경시대로 오늘처럼 충격적인 자극이 심
할 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도바울은 우
리들에게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치열한 영
적 싸움에 임하라고 하였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정신
을 차리고 기도로 무장하야하지 않겠는가?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기도의 무기로 
물리치고 여호와 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를 
휘날린 것을 교훈으로 삼자. 우리 기도인들
의 열성 있는 계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깊
이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기도의 본이 되도
록 하자.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
투에서 배우자. 그리고 우리 기도인연합 회원
들이 기도로 솔선수범하자. 이때 영적 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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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전은 이렇게 허망한 기대 속에 끝이 났습
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입장 때와는 달리 기진
맥진 한 채 부끄럽게 퇴장합니다.

그러자 갈멜산의 무대가 긴장에 휩싸이면서 여
호와의 출전이 기대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제단 보수작업에 동원시킵
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
라엘의 문제는, 무너져 있어야할 바알의 제단
은 건재한 반면, 서 있어야할 여호와의 제단이 
붕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동일할 수 있습
니다. 자주 허물어지는 기도의 제단, 넘어진지 
오래된 말씀의 제단이 시급한 보수작업을 기
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제단위에 제물을 벌려놓고 또 그 위
에 많은 물까지 부었습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
는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은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도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바알을 부
르고 제단을 돌며 광란의 춤을 추고 자기 몸
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신은 광신적 행동
과 각종 괴이한 행동들이 동원되어야 겨우 반
응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피땀에 
감동을 받거나 고함소리에 겨우 깨어나는 분
이 아니십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고 
짧은 기도(30초)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
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관중의 귀에 알알
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18:38).

엘리야의 기도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응답되
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짧

은 기도 한마디가 불을 붙였다고 보기 쉽습니
다. 이 불은 이 산위에서 갑자기 내린 것이 아
닙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오기까지 군중
으로부터 소외된 곳들을 전전하며 수없이 많
은 기도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연
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처럼 한송이 국화꽃이 향기
를 발하며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되기까지 그 뒤
에는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국화 옆
에서 봄부터 소쩍새가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
다. 낮에는 그늘에서 자고 밤이면 나와서 구슬
프게 울었습니다. 

긴긴날 동안 엘리야는 가뭄의 현장을 전전하
며 이스라엘의 갈라진 영혼의 논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알의 목탁소리를 들으
며 그의 울음은 통곡으로 변했고 마침내 갈멜
산정에서 심장의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께 단순하
고 진정한 마음으로 올리는 확신에 찬 기도였
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
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몰입된 기도입니다. 그
런 기도는 자신의 구차한 요구들이 

앞서지 않고 온통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다시 기억되고 높여지는 일
에 쏠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진 것이 아
니었습니다.

온갖 장애와 난관들을 다 없앨 수 있는 하나
님의 불은 지금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바쳐진 제물을 사루고 거
치는 방해물들, 나무와 돌들과 흙들을 말끔히 
태우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내 가정의 담들을 
헐고 마음의 벽들이 없어지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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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입니다.  예견된 지구상의 가장 큰 위
기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혹 감춰진 위기를 
깨닫는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음이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명상하며 주의 재
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현 지구상에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
이 있음을 발견할때 곤혹스러움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가운데 분명 
마지막 남은 자손에 포함되어 구원받을 사람
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
킬것이기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위도 10에서 
40도 지역(10 / 40창)에 위치한 북부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 복음이 거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구 인구의 약 
삼분지 이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 다가오는 성
령의 늦은 비 역사를 위해 반드시 복음의 씨
앗이 뿌려져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 복음이 들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
능한 모든 선교노력을 기울일지라도 마태복음 
24:14절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우기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제재가 타지역
과 비교할수 없이 심한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나아가 현대 진리 (계 14:6-11)가 받아 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절실하게 인식되지 않는데 이를 해결할 
어떤 연합적 노력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설령 
인식된들 이미 과거의 예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모체가 되는 원산부흥운동
은 1903년 선교사들의 영적부흥을 위해 모인 
두 명의 여선교사의 작은 기도회로 시작되었
습니다. 이국 선교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
데 지속된 이 기도회에 참여한 한 선교사의 
회개와 성령임재의 경험이 한반도에 폭발적
인 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선
교는, 기별이 들어가지 못한10 / 40창 지역의 
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오순
절 다락방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
자들의 본(행 1:13-14)이 있습니다. 현재와 흡

감춰진 위기의 때를 위한 연합
기도
한규형/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였을때 한때 상당
한 군사력을 가졌던 (대하 17:10-19) 여호사밧
이었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는 군대의 힘
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여
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
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 (대하 
20:3-4) 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이 간절한  믿음에 따른 민족적 연합기도가 하
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세에 와서 제 2
차 세계대전 초기 유럽의 여러지역이 나치독
일에 정복됬던 상황아래 유럽전체의 운명이 걸
렸던 던커크 구출작전의 성공은 또한 국가적 
연합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일이었으며  국가
적 위기가 국민의 연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위기가 존재합니다. 계속되는 
세계적 경제위기, 세계 여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들과 인재들, 지역적 무력 분쟁 
그리고 온갖 사회적 병리에 따른 위기 등 크고 
작은 위기가 끊임없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그 
빈도와 범위에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 더한 위
기감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적 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확실
하게 눈에 보이는 위기앞에 사람들의 위기 극
복의 의지가 응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언제나 바르게 인식되는 것
은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위기가 아니
라 감춰진 위기입니다. 온갖 세상 사물과 일에 
얽매어 더 큰 위기를 잊고 있음이 위기인 것입
니다. 1844년 예언적 시간의 끝이 지나고 사건
들의 성취가 거의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마지막 기별을 가진 우리들이 아직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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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된 길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겸비하게 하나
님의 얼굴 (대하 7:14) 을 간절히 구할 때 입
니다.  그러할 때 우주 역사상 초유의 영광
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로에서 “사도 시
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
건의 부흥이 일어날” (대쟁투 464) 큰 성
령의 역사를 감히 기대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한 상황속에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
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으
며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
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 
(행적 37) 하였습니다. 약속된 그 능력은 하
루에 수천명을 회개하게 한 성령이었습니다.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시대 선교
의 마침은 예견된 성령 역사의 결과로 올것입
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결국 기도의 결
과 (눅 11:13) 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필요
되는 영적 부흥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의 은혜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
도 할수 없다는 기도의 정신의 결과인 것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이 기도의 정
신으로 점철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도의 정신
이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
한 영적 자각이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야 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시대에 지체되는 영적 각성에 대해 통회하
며 우리의 연합된 신앙의지를 나타냄으로 성
령 역사의 근거 (겔22:30, 겔 36: 37) 를 마련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작은 노력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막 6:38)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적 위기들이 세상의 한계를 완전히 
노출시키기 직전인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연
합된 행동을 할 때입니다. 이번 10/40창 지
역을 위한 연합기도 노력이 그 일의 시작
이 될 것입니다.  혹 감춰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주위에 부족하더라도 이 일의 필요
를 깨닫는 사람들이 먼저 참여할 것입니다.  

  작년에 소수의 교회와 단체들의 참여로 
10/40창에 속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범지
역적 연합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진
심으로 주의 재림을 촉진하려는 사람들의 참
여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의 기도노력은 결
국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영적 각성 운동
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시시각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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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in the 10/40 Window in particular 
have a grim evangelistic outlook. History has 
shown that these regions  where approxi-
mately two thirds of the earth’s population 
lives and where non- Christian religions 
are represented most prominently are ex-
tremely resistant to the seeds of the gospel, 
let alone the present truth (Rev. 14:6-11). 

    Fortunately, we have an exempla-
ry example in Acts 1:13-14.  Just as we 
are commanded to spread the gospel, the 
disciples were burdened with “the sal-
vation of souls” and realized that “the 
gospel was to be carried to the world, and 
they claimed the power that Christ had 
promised” (AA 37). Through this promised 
power, given by the Holy Spirit, thousands 
of souls were converted in a day. This 
is the example we need to follow today. 

    Starting July 25 this year we will 
pray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se re-
gions. We will pray for the most seclud-
ed people in the world. Each church or 
group will pray for the 10/40 window col-
lectively. Individuals within a church or a 
group may pray for the 10/40 window or 
may select one country to pray for. Let us 
emulate the corporate prayer exampled by 
the disciples. Let us pray with the convic-
tion that He will fulfill His promise, just as 
the disciples did two thousand years ago.

    Today we are simply laying out the 
path  a spiritual awareness that we cer-

Dear fellow Adventists, 

    We envy the disciples’ experience at 
the Pentecost like many others who long 
for Jesus’ second coming. Today, we are 
burdened with the task of spread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Even more so, we are 
burdened with the knowledge that there 
are still many regions in the world where 
the gospel has yet to be proclaimed. The 

2 United Prayer 2010 - Evangelization of 
Non-Christian Nations in the 10/40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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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tells us “the harvest truly is great.”  
There are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just waiting for the invitation to become 
a part of the kingdom of heaven.  None 
of the disciples saw a great harvest in the 
city of Sychar.  They were content to leave 
it alone as an un-entered territory.  But 
Jesus saw that the harvest was great.  He 
invited one wayward woman to experience 
a life-changing encounter with her Messiah 
and then sent her back to bring transfor-
mation to an entire city.  It happened 2000 
years ago.  It can happen again today.

     Second, we must begin to cry out to 
the Lord of the harvest.  The words of 
Jesus in Luke 10:2 suggest that we are to 
cry out like never before.  Why?  Are we 
trying to change the heart of God?  No!  
It is our hearts that need to change.  The 
Lord of the harvest is waiting for laborers 
to pray a radical prayer, begging Him to 
throw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work 
and giving Him permission to begin with 
them.  The Lord will cast us exactly where 
He knows we will be the most fruitful in 
His harvest.  Some of us will serve as 
missionaries in countries in the 10/40 win-
dow.  Others will serve right where we 
currently reside.  But all us are called 
to be laboring laborers in His harvest.

    Third, we must learn to radically de-
pend upon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 
is no doubt that the challenges are great.  
We are just lambs.  We do not possess 
the strength or wisdom necessary to ac-
complish this task in our own power.  Our 
greatest resource is the Good Shepherd.  
We can depend upon Him.  When the rav-
enous wolves howl and snarl, the Good 
Shepherd will be our Defender.  When 
darkness falls, our Good Shepherd will 

tainly need in this time of hidden crisis. 
However, as more people feel the burden 
of the salvation of souls in these regions 
as they pray, humble themselves and seek 
His face (2 Chron.7:14), we may humbly 
expect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rit 
(GC 464) that was promised so long ago.

 

Call for prayer from the organizing 

committees:

West Korean Camp Meeting

Mid-East Korean Camp Meeting

West Cost Prayer Team

Prayer Coalition

            *** 

Crying out to the Lord of the 
harvest
Derek J. Morris / Forest Lak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e evangelization of individuals 
living within the 10/40 window seems from 
a human perspective to be an impossible 
task.  Resources are limited and the ob-
stacles are immense.  Some are tempted 
to give up in despair.  However, a care-
ful examination of the teaching of Jesus 
in Luke 10 reveals the path to success.

 First we must ask for the spiritual 
insight to see the world in general, and 
the countries in the 10/40 window in par-
ticular, from God’s rad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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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ely committed to following God and 
preparing for the last days.  Many of them 
are finding that Jesus is their assurance of 
salvation.  They are finding hope in the 
“eternal gospel.”They are being led to ac-
cept God’s “previous books” (the Bible) 
as the Qur’an has directed them to do.

What can we do?  We can love people 
as God loves them. We can live out the 
characteristics of God in our daily lives 
so the grace of Jesus can be seen in us. 
And we, of course, can pray earnestly for 
God’s Spirit to lead people everywhere 
to know God in all of His awesome great-
ness as shown in Jesus Christ.  This is 
God’s greatest desire and He asks for 
our prayers so He can release His power.

Let us also pray for God’s people who are 
persecuted for living according to their con-
victions as they submit to God’s leading.  
In many countries of the 10/40 window it 
is not easy to do God’s will if His leading 
conflicts with traditional practices.  Pray 
earnestly for God’s strength and presence 
to be with those who suffer for His name.

And don’t forget to pray for God to 
give you good Muslim friends!  You 
will gain from the friendship and they, 
by God’s grace, will find their Savior.  

                 ***

continue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Many times we have heard the in-
vitation to pray without ceasing, but how 
should we pray?  We can begin by praying 
the radical prayer outlined in Luke 10.  

“Lord of the harvest, I earnestly beg you 
to throw out laborers into Your harvest, and 
you have my permission to begin with me.”1 

 What would happen if Christians 
around the world would respond to the ap-
peal of Jesus and pray the Radical Prayer?  
We would see a revival such as has never 
before been witnessed in our generation.

  

Prayer for Muslim People 
Groups
Dr. Lester Merklin, Director /Global Cen-
ter for Adventist Muslim Relations (GCAMR)  
Andrews University 

One of the greatest pictures of mission 
in the Bible, a text that Seventh-day Ad-
ventists have always cherished, is found in 
Revelation 14:7.  Here we are told that the 
first of the eschatological angels has “the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the earth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  We believe that 
we are especially given the privilege of 
working with God in that last-day mission.

One of those groups of people hearing the 
gospel proclaimed by the angel is Islam.  
God has his people in every people group of 
the world.  There are more than 1.5 billion 
Muslims in the world and many of them are 

1 www.theradicalpra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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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gelization of Non-Christian 
Nations in the 10/40 Window 
The 10/40 Window refers to those regions 
of the eastern hemisphere located between 
10 and 40 degrees north of the equator, 
including North Africa, Middle East, and 
parts of Asia.  65% of earth’s population 
lives in this region with Buddhism, Hindu-
ism, and Islam represented most promi-
nently.  1.57 billion, 23% of earth’s popu-
lation, are Muslim and over 80% of them 
live in this 10/40 Window.  There are still 
countless people who have never heard of 
the gospel.  For the latter rain of the Holy 
Spirit, the seed of present truth must be 
sowed.

We urge you to join us and participate in 
praying together for the people in the 10/40 
Window regardless of your location during 
and after the 2010 Mid-East & West Coast 
Camp Meeting. Just like the disciples who 
prayed earnestly to be suited for God’s 
work during the Pentecost in the upper 
room (Acts 1:14, Acts of the Apostles p.37), 
we are gathering to sincerely pray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spreading the 
gospel in the 10/40 Window.  We desire to 
lay the base foundation for the Holy Spirit 
to work (2 Chronicles 7:14, Ezekiel 22:30, 
36:37) by praying for these countries with 
the yearning of spiritual revival and long-
ing for a unity in faith.

Meaning and Purpose of the United 
Prayer

1. An interchurch action in seek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mission fields 
before the Second Coming of Christ

2. Self-awakening of this generation’s 
situation and a desire for a Biblical based 
solution 

3. Mass expression of our faith toward 
spiritual world

Prayer Request

1. Evangelization of North Korea - We ask 
prayer for North Korea: the most diffi-
cult country for the gospel to infiltrate.  
Over 24 million people in North Korea are 
suffering from extreme poverty.  There 
needs to be a drastic change because of 
the promise from God that the end will 
come when the gospel is spread to the 
ends of the earth.  2. Asia, Middle East, 
and African Mission - These third-world 
countries are experiencing radical changes.  
We request vibrant prayers for the mis-
sionary efforts already working in these 
regions and further more for the gospel 
to be abundantly sowed where Buddhism, 
Hinduism, and Islam culture are diffusing.   

How to Participate in the United 
Prayer

United Prayer 2010 will start at the West 
Coast Korean Camp Meeting, July 25-31, 
at the Cal Poly State University, San Luis 
Obispo campus and then continue to the 
Mid-East Coast Korean Camp Meeting, Au-
gust 1-8,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n Johnstown. From there, it will spread 
to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until the 
end of this year. You can participate per-
sonally, with a group, or with your church 
with the prayer requests announced in the 
upcoming d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