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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 기도자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군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요, 준비는 기도자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벧후2:15-16, 민20:7-12, 삼하11:1-27  단9:20-23   고전10:12  갈6:1 딤후2:20-21

1.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항상 기억하라(사62:6-7)1.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항상 기억하라(사62:6-7)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하면 우상숭배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기도 용사다.  

파수꾼은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파수꾼은 자신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에게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성숙한 일이다.    

*겔22:30-31 *마16:19 *고후10:4  

*철저한 회개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

(사명 감당 못한 게으른 종, 너의 죄가 나의 죄, 다니엘9장, 느헤미야1장)) 

이사야 62:6-7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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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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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상 주 안에 머물라(엡6:10, 요7:37-38)2. 항상 주 안에 머물라(엡6:10, 요7:37-38)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생긴다. 

담대함이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얻어진다.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모습(느2:4)>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창39:9)>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만 보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오스왈드 샌더스:주님은 나의 최고봉).

*요15:4-7

3.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에 힘쓰라(딤후2:20-21)3.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에 힘쓰라(딤후2:20-21)

일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은 정결함이다. 

성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성별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E. M. 바운즈)

중보기도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사62:6-7).

마음속의 죄악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어떤 종류의 죄라도 마음속에 품고 애지중지

하면 기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한다.   

*사1:15-18, 59:1-2  ***시18:24  ***시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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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라(행10:38, 롬8:26)4.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라(행10:38, 롬8:26)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행1:8  *요16:13(영적 분별력) 고전2:9-11(영적 분별력) *엡6:17-18 

5. 하나님의 5. 하나님의 말씀으로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라(엡6:13-17) 철저히 무장하라(엡6:13-17)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준비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기도가 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숭배이다.

*렘1:9-10   *겔3:1-3 *마4:1-11

6. 날마다 성장하라, 영적 분별력을 키우라(벧후3:18,엡3:14-21,마10:12-14)6. 날마다 성장하라, 영적 분별력을 키우라(벧후3:18,엡3:14-21,마10:12-14)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생활은 기도자를 날마다 성장시킨다.  

*롬10:17     *딤후3:16-17   *벧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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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해와 유혹을 이겨야 한다(벧전5:8)7. 방해와 유혹을 이겨야 한다(벧전5:8)

영적 전쟁과 관계가 없는 중보기도는 있을 수 없다.

*고전6:18   *빌3:7-9   *요일2:15-17   *딤후4:10

8. 기도 동역자를 구하라(전4:9-12)8. 기도 동역자를 구하라(전4:9-12)

중보기도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격려와 돌봄이 필요하다.

*마18:19-20   *갈6:2

9.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라(사62:6-7)9.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라(사62:6-7)

파수꾼은 입을 열지 않는다. 중보기도의 제목은 기억하지 말라. 

기억이 나거든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10.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시22:3)10.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시22:3)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이 없이는 모든 일은 곧 부패하고 만다.

*겔28:13,    *사14:11   *행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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