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3.25 새벽기도회 말씀   대전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담임목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15���이로�말미암아�주�예수�안에서�너희�믿음과�모든�성도를�향한�사랑을�나도�

듣고�
16���내가�기도할�때에�기억하며�너희로�말미암아�감사하기를�그치지�아니하고�
17��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하나님,�영광의�아버지께서�지혜와�계시의�영을�

너희에게�주사�하나님을�알게�하시고�
18��너희�마음의�눈을�밝히사�그의�부르심의�소망이�무엇이며�성도�안에서�그�

기업의�영광의�풍성함이�무엇이며�
19��그의�힘의�위력으로�역사하심을�따라�믿는�우리에게�베푸신�능력의�지극히�

크심이�어떠한�것을�너희로�알게�하시기를�구하노라

���_에베소서�1장�15~19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도 쉬지 않고 기도하였기에 불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믿음을 가둘 수는 없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영의 자

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성도들의 기도가 허

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

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기도할�때에�기억하며�너희로�말미암아�감사하기를�그치지�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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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

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감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하나님,�영광의�아버지께서�지혜와�계시의�영을�너

희에게�주사�하나님을�알게�하시고�_엡�1:17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시

고,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자 되시며, 기

도의 골방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환난과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

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

다.

 

3.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힘의�위력으로�역사하심을�따라�믿는�우리에게�베푸신�능력의�지극히�

크심이�어떠한�것을�너희로�알게�하시기를�구하노라�_엡�1:19�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아

무도 가둘 수 없으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환경과 현실을 탓하

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간증하

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