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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rayer
ministries by studying the effect of prayer church revival and growth and to offer practical and
concrete suggestions. Korean churches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serious crisis of stagnation
and decline due to their focus on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success and the moral failure
of pastors. It is certain that various aspects of churches must go through major changes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nd to revitalize the churches. It is meaningful to highlight the role
of prayer ministries as a part of the restoration and revitalization process of church growth.
This study will measure the importance the prayer ministry in the growth process of
Busan Sooyoungro Church and analyze concrete results through surveys and research in order to
suggest a prayer ministry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church context in Korea. This
study aims to disclose the significance of prayer ministries to churches in Korea and provide
concrete and applicable suggestions of prayer ministries for pastors who dream about the growth
and revival their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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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도가 교회부흥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 기도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
조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회의 물량주의, 목회자의 도덕적
불감증 등으로 인해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와 쇠락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
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회복
의 일환으로 기도사역의 역할을 강조함은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부산 수영로교회의 성장과정 속에 기도가 차지한 사역적 비중과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연구하고 분석함과 더불어 현행 교회사역에 접목된 구체적인 기도사역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교회
의 성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사역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에 기도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며, 교회부흥과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기도사역을 도전
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02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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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내게 중1 여름수양회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질그릇(딤후 2:20) 같은 나를 주님의 손으로 빚으시며 어린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
해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셨고,
때로는 다정한 친구같이 나를 맞이해 주셨다. 언제나 과분한 사랑으로 선대해 주셨다. 이 자리에 오
기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감히 생각 못할 일이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논문을 시작할 즈음, 현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사역적으로 가장 분주할 때에 논문이 시작되
었다. 사역의 과중함은 여름방학을 맞이하기까지 논문 1장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1년 내 논문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주
신 부모님의 기도의 후원이 없었다면 논문완성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학비지원을 하지 못
해 늘 안타까워하셨던 부모님(천규열 은퇴안수집사, 김영순 은퇴권사)은 대신 아낌없는 기도의 후원
을 해주셨고,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 이력서’가 되었음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막둥이를 주신 기쁨은 컸지만, 논문과 사역이 맞물려 세 아이의 육아는 아
내가 전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내는 연애시절이나 결혼 후나 내 곁에서 한결 같은 모습으로 내
조했다. 언제나 나를 응원하며 존중해 주었고, 육아에 지쳐 불만을 토로할 법한데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었다. 논문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언제나 빚진 마음이다. 사랑하는 아내 김
원희 사모에게 지난 한 해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이 논문을 바친다.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절실한 때, 교인들에게 쏟는 온정과 시간에 비해 정작 가족은 사역과 논문핑계로 늘 뒷전이 되었던
모습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계속된 과제이기도 하다. 사역에 심신이 지쳐갈 때,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대상은 다름아닌 가족이었다. 늦은 시간 귀가하여 곤
히 잠든 세 아들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의 애잔함과 더불어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
다. 언젠가 아빠의 논문을 살펴볼 장성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감사의 글을 통해 세 아들의 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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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는 아빠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 주헌, 주안,
유안 세 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8년 간의 수영로교회는 내 목회사역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기
도현장을 가르쳐주신 정필도 목사님은 내게 영적 아비 같은 존재셨다. 교역자수양회 때마다 안아주시
며 기도해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 심비에 새겨졌고, 목회의 꿈과 비전이 되었다. 금요철야 강단기도
회를 드릴 때면 정목사님의 발치 아래에서 ‘정목사님의 은혜와 영성을 내게도 흘러흘러 부어주옵소
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규현 목사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말씀의 깊이와 묵상으로 도전을 주셨다. 무엇보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
사님 곁에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 일은 평생에 남을 영적 자산이 되었다. 오목사님은 내게 과
분한 favor를 베푸신 분이셨고, 비록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지만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크
기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 믿음은 내게 늘 도전이 되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청소년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셨던 강학구 목사님, 청년의 방황기에 꿈과 비전을 회복케 해주셨던 박찬용 목사님, 애제
자로 아껴주시며 논문을 격려해 주셨던 고신대 신경규 교수님과 애틋한 제자사랑으로 지금까지 연락
을 주시는 고신대 이병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논문을 쓰면서 학자의 식견을 깨우쳐 주셨
던 리버티 김성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처한 사역적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
분에 무난히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리버티 정태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분주한 사역 속에 논문을 쓰느라 때로는 잠을 줄이며, 쉴 틈 없는 한 해의 삶을 감당해야 했는데
결국 건강상 무리가 올만큼 육신적인 어려움도 컸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셨는지 우수논문상인 어
워드를 수상케 해주셨다. 수고의 결실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논문을 기점으로
기도라는 목회적 본질을 다시 굳건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며 반추하는 사역
의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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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Prayer, along with study of God’s Word, has con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Korean
churches. Praying in the mountains, late at night, and early in the morning are unique traditions
in Korean churches. The disappearance of these traditions is one of the main causes for the lack
of vitality in the churches. In order for Korean churches to revive and grow, it is important to
rebuild the basics of the church and restore the passion for evangelism by focusing on prayer
ministries. This paper analyzes various books, research articles, periodicals/statistical materials,
and questionnaires related to churches, such as Busan Sooyoungro Church, that have grown
through their prayer ministres, and by doing so, propose a management model.
The theological grounds for this paper are the doctrine of God, the church, and the Holy
Spirit. Prayer is built on God’s omnipotence, and it is necessary for the church to pray by relying
on the Holy Spirit. By studying the churches that have grown through prayer ministries, the
researcher will propose a prayer ministry model that Korean churches can ad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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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THEORETICAL BASIS FOR PRAYER AND CHURCH GROWTH

In chapter 2, this thesis studies the definition of prayer, the practice of prayer in the Bible,
theologians, and church revivals, and the definition and principles of church growth. In the Old
Testament, prayer consists of a form of worship, a plea for help, or a part of the quest to discover
God’s will. In the New Testament, however, prayer is in the mode of conversation; it is more
personal and intimate. It represent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e contents of prayer in the Old Testament can be found in three genres: the historical
narrative, the wisdom narrative, and the prophetic narrative. The prayers in the historical
narratives result in knowing God’s will and grace through personal communication with Him.
Those in the wisdom narratives reveal magnificent experiences of the one in prayer. Those in the
prophetic narratives involve an individual who is repenting for the sin of his or her people and
eventually speak the word fom the savior. Prayers in the New Testament can be divided into the
prayers of Jesus, Paul, and the authors of the other general epistles. The prayers of Jesus are the
perfect models of prayer. Those of Paul are God-centered, Christological, ecclesiological, or
eschatological. The prayers of other authors of the general epistles have many other different
aspects compared to the prayers of Paul.
Theologians have offered their own definitions of prayers. For example, Augustine notes
that prayer presupposes the knowledge of God, and through petition, God reveals His greatness.
Luther opines that prayer acts upon on God’s commandment, and he emphasizes having the
assurance of His answer when praying. Calvin holds that prayer is a relationship between God
xxi

and man and is a holy, intimate conversation.
In historical eras, the spiritual awakening that revived churches involves prayer
movements. This thesis examines the influence of prayer in modern and contemporary church
revivals in England,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oreover, it introduces the nature, purpose,
and proper attitude of prayer as stated in the Bible, and by doing so, rejects the elements of
mysticism and shamanism.
The term church growth was first used by Donald A. McGavran, the founder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Since then, it developed into having various definitions: an individual
conversion, missions and the renewal of churches, internal spiritual growth,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verted people. In general, the term can be described as an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the Gospel in the world. There are many mechanisms in church growth, but it is by
the mighty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the prayer manifests its power and salvific dimension.
Prayer is the key to church revival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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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CASE STUDIES ON CHURCHES THAT GREW THROUGH PRAYER MINISTRY

Chapter 3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ayer ministries in churches through examples of
churches that have grown through their prayer ministries. Paster Hanheum Ok established Sarang
Church with the firm belief that a strong believer makes a strong church, and a strong church
should grow. In Korea, Sarang Church has become a pioneer in discipleship training that
awakens believers. People usually regard a discipleship-oriented church to be a church that
focuses on teaching the Word, but the discipleship training at Sarang Church is built around their
prayer ministry. Although the church was recently put in the center of controversy, the fact that
the church was protected and has recovered through the voluntary prayer meetings of church
members can be viewed as a result of practicing biblical prayer.
The Sarang Church trains disciples, but the founder, Inho Lee, has encouraged dawn
prayer meetings and various other prayer meetings even from the beginning of the church plant.
This shows that the prayer ministry was the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Particularly,
through the active intercessory prayer ministry, the church members could participate in the
ministry, and over time, both big and small problems in the church were solved. In that way, the
church’s prayer ministry was inclusive and transparent. The Sarang Church is a good example of
how a church can grow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believers through intercessory
prayer.
Eunho Kim, the founder of Oryun church, contributed to the church’s growth by
concentrating on dawn prayers and Bible studie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church plant. The
xxiii

revival reached its peak through the church’s reformed worship service called, “The Open
Worship.” However, the power of the prayer ministry called “Daniel Prayer Meeting” was the
major contributor to the reform. Church members gathered and prayed with one heart for a
church building, and their prayers were answered. The Daniel Prayer Meeting not only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growth of Oryun church, but also formed the prayer network of Korean
churches as it welcomed more than ten thousand churches to join. The Daniel Prayer Meeting
has had a good influence not only on the church itself but also on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Busan Sooyoungro Church was established by Pildo Jeong with the vision to evangelize
the people in Busan, Korea, and the world. Every step of the church’s establishment required
prayers, an expansive evangelizing movement, and an in-depth study of the Bible. Moreover, the
church building was constructed without any calls for special offerings through the twenty-four
hour relay prayer. Church members were trained in prayer, and on Friday nights, all five
thousand seats in the church were filled. Busan Sooyoungro Church is the fruit of their prayer
ministry.
The history of Sarang Church, Oryun Church, and Busan Sooyoungro Church show that
the prayer minist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hurch growth. Prayer played the
central role in changing believers’ lives and vitalizing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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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A SURVEY RESEARCH FOR PRAYER MINISTRY

The purpose of the questionnaire is to examine the revival and growth of church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ayer and growth in faith and to suggest methods of
operating a prayer ministry. A total of 137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participants are
male and female members who attend Sarang Rooms, which is the name for small groups at
Busan Sooyoungro chruch. The 28-question questionnaire was presented during the 20-minute
meeting.
Among the participants, 45% are male, and 55% are female. 56% of the participants are
40 to 50 years old.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prayer ministry in the church. They attend prayer meetings an average of two or three times per
week on weekdays for personal prayer requests and spiritual growth.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most of the participants offer intercessory prayers not only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but also for Korean churches, world missions, and all nations.
77% of the participants have learned to challenge themselves to pray on a daily basis, and
the level of commitment and practice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years of church
attendance. The responses of many participants show that long-term church attendance does not
always lead to a strong prayer life. The statistics of Busan Sooyoung Church show how an active
prayer ministry bears fruit.
78% of the participants answer “Strongly agree” or “Agree” to the effectiveness of
praying on a daily basis on considering Sunday as the Lord’s sacred day. Furthermore, 70% of
xxv

the respondents report that praying on daily basis has had an impact on acts of devotion such as
tithes, offering, and thanksgiving donations. 73% of the respondents answer “Strongly agree” or
“Agree” to questions about prayer life influencing their commitment to church services and
dedication to Christan life posi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each that as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weekday prayer meetings increase, the numbers of positive answers also
increase. People who pray more regard and keep Sunday sacred and give more offering, and
devote themselves to serving the church.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clear rationale for the
church to focus on more active prayer ministr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urvey are mostly with middle-aged. Though not all age groups
are represented, it is important to detect that the respondents respond positively about the prayer
ministry. They agree that Sooyoungro Church helps individual believers grow in faith. This case
may be used as a model in building a prayer-centered foundation for church revival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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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OPERATION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PRAYER MINISTRY

With the questionnaire as a resource, Chapter 5 uses the active prayer ministry of Busan
Sooyoungro Church as the model and complement of other churches’s cases mentioned in
Chapter 3 to make an applicable plan.
During the Sunday services, the worshippers are given a chance to confess their sins.
Prayers of repentance restore the sanctity and godliness of worship. Representative prayers are
public, and because they are prepared in advance, they serve as good examples of the prayer.
Lastly in the after-service congregational prayers, all participants including new members are
invited to read the three prayer requests previously mentioned, which are the crucial points of the
sermon.
Two types of public prayers may be promoted by the church for their benefits: beginning
prayers and ending prayers, both of which are done in loud voice in unison. Beginning prayers
are offered at the beginning of worship, and they can suggest to church members a clear vision of
the church as well as invite them to intercede for the church. Ending prayers are done at the end
of worship, and they can help church members reflect on the sermon and take enough time to
pray before they leave. Both types of prayers should help church members practice praying.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es that have grown through prayer is an active
intercessory prayer ministry. For example, those churches that run intercessory ministry schools
answer church members’ questions concerning prayer, teach biblical theories, and help the
members devote themselves to intercessory prayers. There are two courses: one for beg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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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e for more experienced members. When a member finishes the advanced course, the
church appoints him or her as an intercessor.
Special dawn prayer meetings are held twice a year in the spring and fall with the purpose
of informing church members of the importance and benefits of dawn prayers. Those who pray
receive answers, and the more their prayers are answered, the more they pray on a daily basis.
Friday prayer meetings offer sufficient time to praise, study God’s Word, and pray. Thus,
it awakens the passion for faith. The Senior Pastor’s pastoral prayers at the end of the meetings
encourage and strengthen church members as they pray for the detailed prayer requests from the
church community.
Prayer meetings by district units are held weekly and monthly. The meetings fulfill the
pastoral needs of church members, and prayers are specifically offered for each of the members’
requests. Prayer booklets are used for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s ministry and as a
guide for teaching how to pray and what to pray for.
The operating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prayer ministry is the primary step for
church revival and growth. Equipping believers with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and
annual prayer systems is just a preparation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is
concentration on prayer, the church can experience a revival when the Holy Spir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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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CONCLUSION

In the Bible, a prayer is a form of worship, a plea, a way to ask for God’s Will, and
intercession through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e history of the church shows how
prayers not only bring about changes in the lives of individuals, but prayers also lead to church
growth and revival. The key to a growing church is an active prayer ministry that enables
devotion and passion for evangelism by church members. In fact, prayer ministry and church
growth are inseparable.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ayer, but not many of them
actually practice it actively. In light of such a situation, this thesis provides a detailed and
practical operational plan. The plan includes Sunday prayers, public worship prayers,
intercessory prayer schools, special dawn prayer meetings, Friday prayer meetings, prayer
meetings by district units, and the prayer booklet. These systems provide the means for the Holy
Spirit to work in churches; the work achieved through prayer is carried out by the Holy Spirit.
This researcher experienced in person how prayer had a tremendous influence in Busan
Sooyoungro Church. This power of prayer is applicable to all other Korean churches. This
researcher hopes that this thesis may assist in vitalizing prayer ministries and contribute to the
revival and growth of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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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기독교 전래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엑스플로 74대회, 77년 민족 복음화 성회 등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교회는 크게 성장했고,1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서 나올만큼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지나온 한국기독교의 성장은 사회 변화에도 큰 기여를 했는데, 구습과
미신의 타파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과 여권 신장, 신분타파와 문맹퇴치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미쳐왔다.2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3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안팎에 걸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교회성장지향주의, 물량주의, 배금주의, 교권주의와 더불어 교회의 분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의 고취 등 세간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4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교회성장의 정체와 쇠퇴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위기의 한국교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005년 정부가 시행한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기독교인 수는 대략
870만(18.7%) 정도였다. 조사 시기에 한국 교회는 이미 성장기를 넘어 쇠퇴기의 초입에
들어섰다.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이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870만 중 대략 150~250만 정도를 이단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숫자는 2005년 기준으로 620만~720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숫자마저도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독교 자체의 부흥동력의 상실, 그리고 점점
지속되는 교회 이미지의 실추 등을 고려할 때 한 세대(30~40년)가 지나면 최악의 경우 반

1) 김진환, 「한국교회 부흥 운동사」 (서울: 서울서적, 1994), 299.
2) 이상규, 「다시 쓴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 176-87.
3)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3.
4)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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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이 날 가능성이 크다.5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최윤식의 분석 결과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한국교회의 쇠락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안주하게
되면서 기도의 간절함이 약화되었음은 부인 못할 일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세계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 기도에 열심이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기도원 운동, 철야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를 강조했다.6 이같은 기도운동은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전통이 되어 한국개신교에
자리를 잡은 상태다.7 지금도 특정 교회의 특별새벽기도가 시작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 기도의 열심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 목회자들의 기도시간은 예배를 제외하고 25분에 불과하다는 통계 기록이 있다.8 바운즈(E. M.

Bounds)는 “기도가 실패할 때 교회는 거룩한 성품과 신령한 능력을 잃으며, 교만한 교회중심주의에
잠식 당하며, 세상이 교회의 무능을 비웃는다”고 경고했다.9
세계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기도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동한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b)고
증언할 만큼 기도에 열심이었다. 1857-8년에 미국을 휩쓸었던 대부흥 운동은 “연합 기도회의
부흥”(The Revival of the United Prayer Meeting)으로 알려져 있다.10 이 운동은 뉴욕시의 네덜란드
개혁 북교회에서의 정오의 기도모임이 인근 도시들로 퍼져 나가게 됨에 따라 각 도시마다 연합
기도회로 확산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 결과, 미국 전역의 교회에서
2년 동안 매주 평균 만 여명의 신자가 증가되는데, 이 수치는 2년 만에 당시의 3천만 명의 총인구

5)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39-40.
6) 김병훈, “기도의 본질에 관한 심층적 고찰”, 「신학과 실천」, 2008년 5월, 182.
7) Ibid., 183.
8) 기독교라인, “한국교회에 기도운동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온라인 자료]
http://www.kidokl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 2018년 4월 30일 접속.
9) Edward. M. Bounds, 「기도는 강하다」,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10), 121.
10) Wesley L. Duewel,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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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적어도 100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부흥운동이 되었다.11 한국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면에는 말씀사역과 더불어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가
행보를 같이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에 앞서 평남도사경회 때 각 학교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였는데 숭덕학교 기도회에서
3백 여명의 학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여 사경회에 전파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12 이처럼
쇠락해 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 내 기도사역의 집중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도사역이 교회부흥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기도사역이라 함은 예배와
사역의 중심에 기도의 우선적 가치를 두고 목회자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다. 기도사역의 핵심은 목회자와 성도 개인이 기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 예배와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이 되도록 기도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다. 기도사역으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 기도사역과 기관별, 교구별, 주제별 기도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별 기도사역의
경우 매일 드려지는 ‘새벽기도’와 ‘밤 9시 기도’이며, 주별 기도사역은 ‘수요저녁기도회’와
‘금요철야’로, 월별 기도사역은 ‘기도의 십일조’로 매달 첫째 주 3일간 구별하여 드려지는
기도회이며, 연별 기도사역은 ‘특별새벽기도회’(일명 ‘특새’)라 할 수 있다. 그 외도 기관별, 교구별,
주제별 드려지는 다양한 기도모임과 예배순서에 드려지는 기도형식을 통해 기도사역이 진행된다.
사실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도는 언제나 깊은 성찰과 동시에 신학적 논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교단,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기도의 유형과 방법이 달리
적용되어 왔다.13 따라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바른 기도의 이해를 규명하고, 기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다루려고 한다. 더불어 사랑의교회, 더사랑의교회, 그리고 오륜교회의 기도사역의 비교분석과

11) Ibid., 195.
12) 이종기, 「교회사」 (서울: 세종문화사, 1981), 549.
13) 조성호, “기도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 및 개혁의 가능성 탐구”, 「신학과 실천」, 제55호 (2017년),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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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이 어떻게 교회부흥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도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교회 내 접목할 수 있는 기도사역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교회 내 기도사역을 활성화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연구에 있다. 본
연구자는 기도사역과 관련한 각종 서적, 연구자료, 정기 간행물 및 통계 자료들과 더불어 사례연구를
위해 사랑의교회, 더사랑의교회, 오륜교회의 설립배경과 기도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과
기도사역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평가를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 하면 대개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부흥을 떠올리지만, 교회 내 활발히 진행되는 기도사역을 살펴보면 제자훈련 교회가 기도사역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볼 좋은 사례가 된다. 더사랑의교회는 교회개척을 목요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기도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로 본 논문이 규명하고자 하는 교회성장과 기도사역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는 교회이다. 오륜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다니엘기도회’가 근간을
이루는데, 교회 내 기도가 차지하는 사역적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기도사역의 중요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부산 수영로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속에 기도가 차지한 사역적
비중과 그 결과물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교회부흥과 성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도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도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며, 기도사역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는 것이 본 논문이 정하는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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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근거

1) 성경적 근거
장옥기는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는 사변(思辨)이 아니라 실천(實踐)이었다고 말한다.14 다시
말해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다.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 성경은 기도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미스바 대성회를 이끌며 기도를 선언했다(삼상 7:3-6). 사무엘의 기도는
민족의 짐을 진 대표의 중보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낸 믿음의 행위였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삼상 7:12).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는 패역한 아합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가뭄을 선포하는데, 성경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증거한다(약 5:17). 비를 위해서도 역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비를 허락하셨다(왕상 18:41-46).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렘 33:2)로 소개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명령했다(렘 33:3).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요 5:17).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고(막 1:35), 습관을 따라 산상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눅 22:39) 사역의 과정과정을 기도로 일관하시며 기도는 실천(實踐)임을 몸소 보이셨다(막
6:46; 눅 3:21; 9:18, 28-29; 11:1; 22:32).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실천에 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14) 장옥기, 「개혁주의 기도신학」 (서울: 도서출판 다사랑, 20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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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바른 기도의 정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눅 22:42)을 따라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 본질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답습된 기도의 모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연되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사도적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울 때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맛디아를 세워 사도의 수를 채웠다(행 1:26).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했다(행 1:14; 2:1-4).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투옥사건은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발단이 되었고(행 12:5),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행 13:3).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었지만 한밤 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옥고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으며(행 16:25), 바울의
치유사역 또한 기도를 통한 역사였음을 증거하고 있다(행 28:8). 이처럼 ‘성령행전’이라 일컫는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행보는 기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성경적 근거 위에 성경에 소개된 기도의 어원과 정의를 살펴보고, 구약에
소개된 기도와 신약에 소개된 예수님과 사도 바울, 공동서신을 살펴봄으로써 기도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2) 신학적 근거
신학적 근거로 크게 신론, 교회론, 그리고 성령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형룡은 기도의
신학적 기초를 하나님의 인격성(人格性)과 하나님의 내재성(內在性), 하나님의 주권성(主權性),
하나님의 자애성(慈愛性)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無限性)에 그 기초를 둔다고 말했다.15 즉 기도의
신학적 근거를 철저히 신론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15)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Ⅵ」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2), 3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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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이 같은 교회의 권세를 ‘영적 권세’와 ‘사역적 권세’로 설명하고 있다.16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며(엡 1:22),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교회론적 근거를 통해 기도의 신학적 토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교회의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보여주듯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기반하기에 교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17 박형룡은 “성령은 보혜사로서 전능의 사역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크게 진행하셨다”고 평가했다.18 교회 안으로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보호되고, 교회 밖으로는 성령의 전능한 사역이 불신자들을 상대로 활발한 선교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19
이 같은 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되찾고 교회부흥과 성장을 밝힘으로써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기도사역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신학적 탐구를 통해 기도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기도와 자세,
적용에 이르는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

3) 역사적 근거
초대교회의 탄생은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했다(행 2:1-20).
로버트 홀(Robert Hall)은 사도행전을 ‘기도에 관한 위대한 교과서’로 평가하며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을 기도로 규명했다.20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부흥과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리고 한국교회
근대사의 평양대부흥은 기도를 통해 교회의 성결과 거룩,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음을 증언하고

16)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853-4.
17)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교리 5」 (서울: 성서교재주식회사, 1997), 31.
18)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Ⅵ」, 37.
19) Ibid., 37-8.
20) 허준, “교회성장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교회의 성장 방향에 대한 연구”, 「복음주의 실천신학」, 2016년 제40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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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령, 평양대부흥의 영향력은 선천지역에 더 강하게 진행되었는데, 컨스(Kearns)의 보고에
의하면, 선천지역의 교회들은 예외없이 성장하여 배가 되었으며,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깊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21 이 같은 부흥운동은 선천지역의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오랫동안
힘써 기도한 결과였으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선천에서의 부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22 ‘연합
기도회의 부흥’으로 알려진 미국 대부흥 운동도 연합 기도회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당시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 교회들에서는 한 주에 8천 명의 새신자를 얻고, 침례교
교회들에서는 3주 동안 무려 1만 7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23 이처럼
근대사에 이르는 영국과 미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도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교회사에 나타난 기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은 엄연한 역사적 실체이며, 이 같은 사실은 지금도 현
시대의 교회를 통해 수없이 목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도를 통한 교회사의 부흥을
살펴봄으로써 기도와 교회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4.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연구자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도와 교회성장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건전하고 건강한 기도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기도사역을 소개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산
수영로교회의 현행 기도사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도사역의 효과를 밝혀 교회 내에서 접목 가능한
기도사역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 제기, 범위와 한계,
이론적 근거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가 제시되며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과 문헌 검토를
다루며, 2장에서는 이론적 근거 연구를 통해 기도의 어원과 정의, 신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와
신학자들의 기도의 이해, 그리고 기도와 관련한 교회사적 배경, 기도와 교회성장의 관계를 살펴볼

21) 박용규, 「강규찬과 평양산정현교회」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1), 74.
22) Ibid., 77.
23) Wesley L. Duewel,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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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3장에서는 기도사역을 통해 성장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할 것이며, 4장에서는 부산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 현황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파악된 설문조사 및 분석을 다루고, 5장에서는
4장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기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모델을 제시하여 교회의 기도사역 방향과 개
교회에서의 활용방안을 더불어 모색할 것이다.

5. 문헌 검토

연구자는 문헌 검토를 다음 네 가지 분류로 나뉘어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주는 문헌들이며, 두 번째는 기도와 연관하여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부흥과 성장에 관련된 문헌들이며, 끝으로 기도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도움을 주는 문헌들이다.
첫 번째 분류의 문헌은 기도의 신학적 연구를 위한 와인 스피어(Wayne Ro Spear)의 「기도의
신학」과 장옥기의 「개혁주의 기도신학」이다. 스피어의(Spear)의 「기도의 신학」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 전반을 사색한 영적 지침서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기도의 위치와 신앙생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바른 기도를 제시한다.24 장옥기의 「개혁주의 기도신학」은 개혁주의 기도신학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실천 영역을 소상히 다루고 있어 사역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에 충분했다.25 더불어 기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존 칼빈(John

Calvin)의 「칼빈의 기도론」을 통해 활용할 것이다.26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있어서 탄탄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본서를 통해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팀 켈러(Timothy Keller)의 「기도」는 인생의 큰 위기에서 기도의 시간을 늘렸던 저자의 자전적

24) Wayne Ro. Spear, 「기도의 신학」, 오창윤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25) 장옥기, 「개혁주의 기도신학」 (서울: 도서출판 다사랑, 2016).
26)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87).

10
고백이자 시편의 말씀들을 통한 기도의 깊은 원리를 소개한다.27 더불어 어거스틴(Augustine), 마틴
루터(Martin Luther), 존 오웬(John Owen), 존 칼빈(John Calvin)의 기도법을 간략하지만 핵심
원리들이 제시되는데, 기도방법을 비교하는데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져다 주었다.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의 「신약의 모든 기도」는 기도와 관련된 신약 본문의 강해를
통해 신약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28 특별히 기도의 정의,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기도의
능력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된다. 기도에 관한 설명이 섬세하고 개인적 적용과 성경적 시각을 다루고
있어 기도의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엘머 타운즈(Elmer L. Towns)의 「사도행전과 일반서신의 기도」는 신약신학과 영성적 기도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 성경적 기도를 제시한다.29 일반적으로 기도를 다룰 때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마련인데, 자칫 소홀히 다룰 여지가 있는 일반서신의 기도를 성경적 원리로 살펴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도움을 얻었다.
두 번째 분류의 문헌은 민경배의 「한국 기독교회사」이다.30 본서는 한국교회의 형성과정을
다루며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민족주의라는 관점에 너무 치중하여
능동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사를 쓰다보니 민족교회사관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학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역사 관념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걸어온 길을 조망하기에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연구하는데 나름의 도움을 얻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 Ⅱ, Ⅲ」31는 민족교회사관과 민중교회사관의
연구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연구의 폭을 넓혀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취급을 근거로 한국

27) Timothy Keller, 「팀켈러의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28) Thomas N. Wright, 「신약의 모든 기도」, 백지윤 역 (서울: IVP, 2015).
29) Elmer L. Towns, 「사도행전과 일반서신의 기도」, 정병윤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16).
30)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31)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Ⅰ, Ⅱ, Ⅲ」 (서울: 기독교문서, 1989, 199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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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를 다루고 있다.32 한국교회사를 한층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이
나타난 상황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본서를 통해 한국교회사의 부흥을 연구함에 도움을
주었다.
마크 A. 놀(Mark A. Noll)의 「미국, 캐나다 기독교 역사」는 미국의 세계관과 미국적인 가치를
몰입하고 주장하기보다 관찰자의 시각을 견지하여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서술한다.33 시대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역사적 정황을 비교함으로써 문제의식과 더불어 역사적 판단을 고찰하게 한다.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한국교회사를 판단하고 반성하는 통찰력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유용한 지혜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한다. 연구자는 이같은 역사적
정황을 통해 교회부흥과 성장을 보다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분류의 마지막 책은 존 길리스(John Gillies)의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상권)」이다.34
방대한 분량의 본서는 18세기에 영적인 부흥을 목격한 스코틀랜드 복음전도 운동의 지도자이자
윗필드(George Whitefield)의 친구 존 길리스(John Gillies)목사의 기록물이다. 부흥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한 증언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18세기의 부흥을 주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 분류로 교회부흥과 성장에 관련한 문헌들 중 크리스찬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자연적 교회성장」이다.35 본서는 성공한 교회를 모델로 모방하여 적용하기보다 원리
중심 접근 방식을 따라 자연적 교회성장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발견하여 그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 천여 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얻은 연구적 결과를 통해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교회성장 원리를 제시한다. 특별히 저자가 제안하는 여덟 가지 교회의

32) ‘민족교회사관’이란 민경배의 사관으로, 한국 기독교사의 주체를 한국교회로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교회가 민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갔느냐 하는 점을 역사 서술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민족교회사관이 엘리트, 지식계층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가 귀결되면서, 민중신학자들은 민중부재의 역사로 지적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민중교회사관’에 입각하여 한국 기독교사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실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 한국 기독교사가
민중교회사관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입장이다.
33) Mark A. Noll, 「미국, 캐나다 기독교 역사」, 최재건 역 (서울: CLD, 2005).
34) John Gillies,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상권)」, 김남준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4).
3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역 (서울: NCD도서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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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특성의 평가 기준 중, 기도생활에서 ‘열정적 영성’의 결과를 접목함은 교회의 질적 성장에서
보다 성숙한 기도생활을 반추하게 했다. 기도의 시간보다는 기도가 가져다 주는 은혜의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기도생활과 교회의 높은 질적, 양적 성장의 연관성을 고찰하게 한다.
개리 맥킨토시(Gary L. McIntosh)의 「성경적 교회성장」은 성경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술된 책이다.36 교회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피터 와그너(Peter C.

Wagner)와 톰 레이너(Thom S. Rainer) 그리고 에디 깁스(Eddie Gibbs)로부터 전적인 추천을 받는
책이기도 하다. 본서는 영속적인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의 문화 안에서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하고자 시도한다. 그동안 잘못 이해되었던 교회
성장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한다. 성경에
근거한 저자의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는 논리적 명확성이 균형감 있고 안정적임을 발견하게 한다.
특별히 본서를 통해 연구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효과적인 기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회성장 교과서」의 저자는 톰 레이너(Thom S. Rainer)이며, 본서는 교회성장의 역사와 신학
원리를 다루고 있다.37 그러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평하지 않은 약점이 있는데, 간략하고
윤곽적인 교회성장 스케치로 볼 수 있겠다. 본서의 중요한 의의는 교회성장 운동의 역사와 신학,
원리를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본서를 통해 연구자는 교회성장의 신학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현대교회 성장학」의 저자는 목회자이자 신학교수인 진 게츠(Gene Getz)이다.38 본서는 성경과
역사와 문화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회성장 원리를 적용한다.
성경으로부터 정확히 실증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모범서이기도 하다.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결정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형식과 구조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역할도 인상적이다. 다만

36) Gary L. McIntosh, 「성경적 교회성장」, 이재강 역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4).
37) Thom S.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5).
38) Gene Getz, 「현대교회 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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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찰이기 때문에 이질감 및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부흥의
원리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하여 밝힌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로 기도생활을 언급함은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
불신세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성장의 원리는 기도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좋은
단서로 도움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신약성경의 지도력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을 영적인
자격을 언급하면서 지도자의 기도생활과 연관함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넥스트 처치」는 ‘변화하는 세대의 교회를 위한 9가지 솔루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에디
깁스(Eddie Gibbs)의 책이다.39 이 책의 특징은 현실적인 세계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며 미래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현대 개신교회 흐름은 깁스(Gibbs)가
제시한대로였음은 괄목할만하나 미래교회에 대한 방향 제시가 결코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 요소가
다분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 끌어오는 사도적 교회론을
견지하고 있다.
「생동하는 교회성장」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교회성장 연구서로 론 젠슨(Ron Jenson)과 짐
스티븐스(Jim Stevens)의 공동저서이다.40 저자는 교회의 성장과 건강성 여부는 어떤 형태나 사역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원칙(principles)에 대한 적용일 따름이라고 단언한다.
교회성장의 원칙들은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살펴볼 때 분명해지는데 그 첫째는 성경이며, 둘째는
역사이고, 셋째는 동시대적인 지역상황으로 꼽는다. 저자는 열 다섯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며, 이
같은 원칙들은 초문화권의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나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 열 다섯 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통해 기도와
교회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최현서의 「현대 교회성장의 이해」는 건강하고 균형있는 교회성장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훈련과

39)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40) Ron Jens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성장」, 금병달 역 (서울: 순 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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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소개한 책이다.41 본서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회성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엘머 타운스(Elmer L. Towns)의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는 성장하는 열 개의
미국교회를 중심으로 관찰된 책이다.42 저자는 변화의 다섯 가지 영역이 현대교회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단언하면서 소개한 열 개 교회로부터 이같은 논지를 일관되게 적용하며 피력한다.
변화의 다섯 가지 영역은 첫째, 조사를 기초로 하여 창안된 혁신적인 방법이며, 둘째는 부머
교회43이며, 셋째는 전통적인 지도력과는 다른 효과적인 목회 지도력 행사, 넷째는 혁신적인
예배의식, 끝으로 소비자 중심적 교회라고 설명한다. 본서를 통해 현대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네 번째 분류의 시작은 정필도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이다.44 본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면서 목회는 기도의 산실이자 성령의 열매임을 강조한다. 목회의 본질적
요소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두고 있으며 쉼 없는 기도와 목회자의 경건을 통해 목회의 열매는
아름답게 결실한다는 논지를 시종일관 피력한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 부흥에서 시작되며 기도 속에
답이 있다는 저자의 확신을 통해 수영로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필도의 또다른 저서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목회자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책이다.45 교회성장의 요인을 목회자 개인의 영적, 내면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목회자 개인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성장과 부흥에 관한 특별한 비결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다소 단순하고 그리 흥미롭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회성장의 전략과

41) 최현서, 「현대 교회성장의 이해」 (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42)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43)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세대를 겨냥한 교회를 가리킨다.
44)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서울: 두란노, 2012).
45)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서울: 두란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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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고민하기 이전, 목회자 개인의 경건생활 특히 기도생활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저자의
강조점은 목회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에 충분하다. 특별히 교회성장의 요인 중 목회자의 경건생활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명성훈의 「부흥뱅크」는 국내외 성장하는 교회를 밀착 분석한 보고서이다.46 본서의 특징은
소개된 각 교회의 담임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키(key)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또한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병참을 보다 이론적이며 구체적인 사역의
원리로 제시한다.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기도사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의 사례를 연구하여 비교
및 분석에 활용될 교회를 선정하였다.
옥한흠의 「제자훈련 열정 30년」은 사랑의교회를 개척하여 제자훈련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군 지난 30년사에 관한 저자의 자전적 고백이다.47 저자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기도가 약하다는
편견에 대해 오히려 “성경공부는 기도요, 제자훈련은 영성훈련”이라고 역설한다.48 사랑의교회
평신도들은 저자가 가르친 그 이상으로 강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으며,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
환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자훈련 사역이 결코 기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대목이다.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사랑의교회를 기도측면에서 재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인호의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인생의 고난 속에 경험한 저자의 기도훈련과 기도로
교회를 개척한 간증,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49 무엇보다
더사랑의교회의 지난 교회사를 한 눈에 살펴보게 한다. 연구자는 더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교회성장의 모델로서 기도사역을 소개함에 도움이 되었다.
김은호의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기도에 관한 21개의 주제로 정리된 내용이 소개된다.50
오륜교회의 대표적인 기도사역 ‘다니엘 세이레 기도회’는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국내외 만여 개

46) 명성훈, 「부흥뱅크」 (서울: 규장, 2000).
47)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48) Ibid., 297.
49) 이인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50) 김은호, 「무릎으로 승부하라」 (서울: 두란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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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중계되어 34만 여 명이 함께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오륜교회의 기도의 뿌리와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며, 오륜교회 기도사역의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안재은의 「교회성장 모델연구 Ⅰ, Ⅱ」는 한국 내 모범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실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이다.51 본서는 성장 모델로 제시된 교회들을 사례별로 연구하며 분석했다. 교회의
역사와 연혁, 성장 기간별 평가와 현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성장에 따른 배경적 요소와
성장요인 그리고 성장전략이 상세히 언급되었다. 본서를 통해 기도사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사례를 연구, 분석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와 관련된 성경구절은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될 것이다. 창세기
18:22-32, 출애굽기 15:25, 17:4, 32:11-14, 34:8, 9, 사무엘상 12:23, 역대하 29:10-19은 구약에
소개된 역사서에서의 기도의 근거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욥기 1:21, 42:10, 잠언 15:8, 15-29,
30:8, 전도서 5:2, 12:1은 지혜문학에서 다루는 기도의 내용을, 이사야 1:4, 6:5, 8, 예레미야 14:7,
예레미야애가 1:2, 에스겔 36:37, 다니엘 9:3-5, 8, 9, 아모스 7:1, 호세아 14:2, 요엘 2:3, 요나 3:8,
하박국 3:2, 학개 2:9, 스가랴 4:6, 말라기 1:8-9, 3:8-12는 예언서들의 기도내용을 비교 분석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신약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를 위해 마태복음 6:9-13, 눅 11:2-4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로마서 1:9, 15:30, 골로새서 1:15-17, 엡 1:15-23, 3:14-21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6, 5:13-14, 16과 베드로전서 3:12, 4:7,
베드로후서 3:1, 요한일서 3:17-22, 5:14-15, 요한삼서 1:2, 유다서 1:20을 통해 공동서신에 소개된
기도를 살펴볼 것이다.

51)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1, 2」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1999, 2000).

제 2 장
기도와 교회성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기도에 대한 이해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뜻을 내포하며,52 영단어 ‘prayer’라는 단
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communication)의 한 형태”를 말한다.53 기도에 대해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
답 제 98 문의 답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
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라
고 했다.54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증거로 보면서, 기도는 “신자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주된 체험”이라고 했다.55
기도에 관한 깊은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의 어원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소개된 기도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기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용어들의 용도나 분류
의 정확성은 사실상 적다.56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의 간략한
특징들을 다루고자 한다.

1) 기도의 어원과 정의
(1) 구약에서의 어원적 정의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파랄() ָּפלַל, 샤알()שָּ אַ ל, 할라()חלה등이 있다. 파랄() ָּפלַל이

52) 이기문,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0), 314.
53) 아가페성경사전 편찬위원회 편,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 1993), 195.
54) 김영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강론」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6), 458-9.
55) 장수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완전 분석」 (서울: 세움북스, 2005), 729.
56) 이재은 편, 「기독교문장대백과사전 제4권」 (서울: 성서연구사, 199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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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동사는 제의(祭儀)적 양상을 띄는 기도행위로 솔로몬 성전에서의 기도행위(왕상 8:29 이하; 대
하 6:20 이하) 또는 중재행위로 사용되었다(창 20:17; 민 11:2; 21:7; 신 9:26; 삼상 7:5; 12:19; 왕
하 4:33; 6:18; 렘 29:7; 37:3; 42:2, 4, 20).57 이 동사는 구약에 84 회 등장하는데,58 힛파엘(hithpael)
형으로 쓰일 때는 ‘기도하다(삼상 1:27; 왕하 19:15)’, ‘중재하다(삼상 2:25)’, ‘판단하다(창 48:11)’,
‘간구하다(대하 6:24)’라는 뜻을 내포한다.59 이 용어의 고대의 기원은 하나의 예배행위로서 예배자
자신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기도 한다.60 이는 율법에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예배
시 황홀경 속에 자신의 몸을 상처내는 고대 이방풍속을 나타낸다(왕상 18:28; 호 7:14; 신 14:1)61
샤알()שָּ אַ ל은 ‘요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부지런히 찾다’, ‘질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62 구약
에서 176 회 사용되었다(출 3:22; 잠 11:27; 사 26:9; 욥 7:21; 잠 1:28; 삿 1:1; 삼상 22:10).63 주
로 사람에게 요구할 때 사용되었으나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삶의 필요와 문제를 탄원할 때 사용된 단
어이기도 하다(신 14:26; 사 7:11).64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묻다’(민 27:21; 수 9:14)의 의미를 나
타내기도 했다.65
할라()חלה는 구약에 16 회 사용되는데, ‘간청하다’, ‘기도하다’, ‘호의를 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시 119:58).66 그 중 13 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사용되며 위험이 우려될 때 자비 또는 도움을 간구하는 뜻을 지닌다.67 그 외에도, 다

57) R. Laird Harris, 「구약원서 신학사전 하」,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906-7.
58) Ibid., 906.
59) Wilhelm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645.; 머릿돌머리 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사전」 (서울: 머릿돌, 2000), 229.
60)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2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1), 892.
61) 김춘환, 「특별기도회와 교회성장」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7), 61-2.
62) 머릿돌 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사전」, 281.
63) R. Laird Harris, 「구약원서 신학사전 하」, 1114.
64) Ibid.
65)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2권」, 892.
66) R. Laird Harris, 「구약원서 신학사전 상」, 360.
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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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화를 진정시키거나(출 32:11) 은혜를 구할 때(시 119:58) 이 용어가 사
용되었다.68
그 외에도 자아크()ןמק라는 동사는 ‘외치다’, ‘부르짖다’, ‘부르다’라는 뜻으로 환난에 처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 의미로 사사기에 사용되었으며(삿 3:9; 시 22:5), ‘소리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라난()לנן은
기쁨과 비탄의 때에 함께 쓰여 크게 부르짖는 외침으로 구약에 50 회 이상 등장하였다(시 17:1; 렘
31:12; 애 2:19).69
이처럼 구약에서 사용된 기도의 어원을 통해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이자 삶의 필요와 문제를 위한
간청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 신약에서의 어원적 정의
신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프로슈코마이(προσεύχομαι), 데에시스(δεησις), 데오마이
(δεομαι) 등이 있다. 신약에서 ‘기도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는 프로슈코마이
(προσεύχομαι)이다.70 신약에서 이 동사형이 85 회, 명사형인 프로슈케(προσεύχη)는 37 회 나오는데
두 단어 모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눅 1:10; 5:16; 행 1:24; 6:6).71 ‘요구하
다’, ‘탄원하다’의 뜻도 포함되며, 명사형인 프로슈케(προσεύχη)는 ‘기도의 장소’를 지칭하기도 한다
(행 16:13).72 이 동사는 주로 대화로 나타나며, 개인적이고 친근감있는 기도를 의미하며 데에시스
(δεησις)와 데오마이(δεομαι)보다 더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73
데에시스(δεησις)와 데오마이(δεομαι) 역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종종 발견되며 ‘요청하다’, ‘바

68) 이재은 편, 「기독교문장대백과사전 제4권」, 53.
69) Ibid.
70)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2권」, 892.
71) Colin Brown ed.,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807,
김춘환, 「특별기도회와 교회성장」, 69에서 재인용.
72) Ibid.
73)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2권」,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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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눅 1:13; 2:37; 8:28; 행 1:14; 8:34; 21:39).74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쓰이지는 않았으며, 사람이나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함께 사용되었다(눅 5:12; 9:40; 행 8:34;
21:39; 갈 4:12).75 데에시스(δεησις)는 ‘부족하다’, ‘결핍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에서 중보의 뜻도 지니고 있다(눅 1:13; 5:33; 행 1:14).76
신약에 나타난 기도의 어원은 구약에 비해 보다 인격적이고 친근한 대화로 표현되는데, ‘간구한다’
는 표현이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쓰여졌던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
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간구와 중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
고대 원시적 형태의 기도는 주로 마술 혹은 주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마술적인 신성한 이름을
부르며 초월적 힘을 구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기도는 초월적 힘을 가진
절대자에게 간청형식으로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장옥기는 원시적 형태의 기도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원시인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신(神)과 영적 만남(spiritual communion)을 이루려고 노력했으며
그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을 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
하여 기도했다. 원시인들의 심리적 요소는 다양했으므로 그 특성을 한 마디로 구별할 수 없으나
특성 중 하나는 주술적 요소(magical element)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
할 때에 더 크고 힘센 신령에게 기도하였다.77

원시인들은 죽은 사람의 병이 옮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병사한 사람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예배 형식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78 장옥기는 이 같은 범신론의 불확실성과

74) Ibid.
75) Ibid., 892-893.
76) 이재은 편, 「기독교문장대백과사전 제4권」, 53.
77) 장옥기, 「개혁주의 기도신학」, 276.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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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속에 살던 사람들이 유일신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물활론적(animistic) 악령의 세
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한다.79 이 같은 흔적은 구약에 소개된 족장시대의 기도를 통
해 잘 나타내고 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
는 종교적 행위를 포함한다. 장옥기는 셋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창 4:26;
13:4)는 것에 중요성을 두며 이 같은 기도는 마술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였다고 주장했다.80 인격적인 하나님의 현존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약에 소개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스피어(Spear)는 구약의 기도는 율법의 한 부분이 아닌 인간에게 부과된 의무로 취
급하며,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식하는 자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
이라고 단언한다.81 스피어(Spear)는 구약에서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약에서의 기도는 홀로, 저절로 존재할 수 없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속에서
만 존재하게 되는 인간의 종교의식의 표현이다. 기도는 독백이나 마술적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위대한 구속의 행위와 말씀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는 그것을 들으시고(시 65:2),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며(사 44:24-45:8), 임의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창 18:25)과 자신의 약속성취에 따라 행하시고(시 105:8-11), 또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대하 7:14-15) 하나님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
한 기도는 구약의 후기에 발전된 것이 아니라 족장시대 이전부터 나타난다.82

구약성경에서의 기도는 종교의식일 뿐만 아니라 경건 그 자체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관
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였다.83 장옥기는 구약시대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스탠리 그랜츠(Stanley J. Grenz)를 통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특징으로 요약했다: “첫째,

79) Ibid.
80) Ibid., 277.
81) Wayne Ro Spear, 「기도의 신학」, 24.
82) Ibid.
83) 장옥기, 「개혁주의 기도신학」,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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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대문화의 다신교적(多神敎的) 기도에 비해, 히브리의 기도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둘째, 기도를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공동체의 모든 예배행위와 관
계가 있다.”84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약성경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으며, 삶의 역
경 속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는 은혜였다.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위는 넓지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역사서에서의 기도
역사서에 소개된 기도는 성전 예배와 관련하여 90 개 이상, 개인기도 행위와 관련하여 140 개의 관
련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100 구절 가량이 기도자 자신의 말로 기록되어 있다.85 아브라함
은 소돔성 멸망의 위기 속에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창 18:22-32).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양식과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계속 간구하였다(출 15:25; 17:4; 32:11-14; 34:8, 9). 사무엘
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선포했다(삼상 12:23). 다윗과 솔로몬
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념비적인 기도를 드렸다(대상 29:10-19). 이스라엘 부흥의 시대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은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였다(대하 14:11; 20:5-12; 30:18-20). 언급
한 인물들을 통해 나타난 기도는 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중보의 기도로 나타난다. 하나님
은 이 같은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행하셨다. 또한 자기 백성을 인격적으로 돌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
셨다.86
창세기 18 장 22-33 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하는 장면이 소개된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여섯 번의 간청을 하고,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의 간청에 응하셨다. 이 장면을 두고,

84) Ibid., 297.
85) James Houston, 「기도」, 김진우, 신현기 역 (서울: IVP, 2001), 95.
86) Ibid.,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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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콥(Jacob)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87
아브라함의 간구와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게 된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emann)은 특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모범기도로 규정하며, 이 같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
아야 할 중보기도 역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88 이처럼, 역사서에 소개된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적
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은총을 베푸심을 발견하게 된다.

(2) 지혜문학에서의 기도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고난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
다 깊은 섭리로 인해 허용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89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
를 드렸지만(욥 1:21) 그의 기도는 시종일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뇌에 찬 기도였다. 욥기 42 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친구들을 위
한 중보기도가 가능했다. 루이스(Jessie Penn Lewis)는 하나님에 대한 심원한 지식을 통해 자신의 무
지를 깨닫게 되면서 욥은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설복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평가했다.90 칼빈(Calvin)은 고난은 ‘구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했는데,91 욥의 고난을 선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
님이 우리의 구원자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편의 기도는 ‘찬양, 절규와 간구, 신앙고백과 간증 등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교감을 노래한 시들의 선집’이다.92 그 내용이 아름답고 풍성하며, 공동체의 기도보
다는 개인의 기도가 더 풍성하다. 예언서에 소개된 기도는 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87) Gordon J. Wenham, 「WBC 성경주석 창세기(하)」, 윤상문, 황수철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144.
88) Walter Bruegemann, 「구약의 위대한 기도」,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37-50.
89)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욥기」 (서울: 기독지혜사, 2007), 19-20.
90) Jessie Penn Lewis, 「욥기강해 고난과 승리」, 이창우 역 (서울: 엠마오, 1990), 221.
91) John Calvin, 「욥과 하나님」, 서문강 역 (서울: 지평선교원, 1988), 375.
92)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 주석 8」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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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기도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비밀을 보는 기도라면,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93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일상적인 생활의 언어들로 묘
사하며 개인과 관련된 분으로 표현했다.94 양을 돌보는 목자이자(23:1; 80:1) 목마를 때의 물(42:1-2;
63:1-2),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는 새(91:1, 4), 그리고 재판자(50:4, 6), 용사의 방패(18:2), 요
새(27:1), 왕(98:6)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관련된 분으로 묘사했다. 또한
시편 105 편 1-15 절, 96 편 1-13 절, 106 편 47-48 절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다
윗의 감사 찬양시가 소개되는데, 루이스(C. S. Lewis)는 “시편의 가장 큰 가치는 다윗을 춤추게 만든
즐거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다는데 있다”라고 평가했다.95 이처럼 시편은 하나
님을 향한 개인적 기도가 하나님과의 다양한 교감 속에 그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의 깊은 황홀경을 경험하게 한다.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의미의 지혜를 소개하며, 참된 지혜의 근원으로
서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서술하고 있다.96 특별히 정직한 자의 기도를 권고하며(잠 15:8),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잠 15:15-29)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잠 15:29). 아굴의
기도는 지혜자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
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라는 간구를
소개한다. 이 구절을 가리켜, 럭크만(Peter S. Ruckman)은 잠언 전체가 잠언 30 장 8 절의 ‘헛된 것’,
‘거짓된 것’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평가했다.97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
도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와 일맥상통한다.98 잠언에서 소개된 지혜
자의 기도의 본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93) 홍성주, 「21세기 기도신학」 (서울: 은성, 1996), 43.
94) C. Hassel Bullock, 「시가서 개론」, 임용섭 역 (서울: 은성, 1999), 205-6.
95) C. S. Lewis, 「시편사색」,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09), 69.
96)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잠언-아가」 (서울: 기독지혜사, 1993), 30.
97) Peter S. Ruckman, 「잠언」, 윤지영 역 (서울: 말씀보존학회, 1999), 741.
98)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잠언-아가」,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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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서는 솔로몬의 회심을 표현하고 있는 책으로서 경건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었다.99 헨드리(G. S.

Hendry)는 전도서는 보이지 않는 전제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변증론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00 기도에 관한 전도서의 말씀으로는, 기도에서 말이 많음에 대한 경고와(전 5:2),
인생의 허망함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전 12:1). 전도서 5 장 2 절 말씀은, “사
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급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주의성 있게 할 것을 촉구한 교훈”으로,101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
라고 하신 말씀과 상통한다(마 6:7). 헨리(Matthew Henry)는 기도할 때 말이 많으면 그 기도는 우매
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되며(전 5:3), 이는 마음 속에 염려가 많고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이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요, 공경과 경외가 부재한 결과로 보았다.102 기도는 기도의
응답자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열매가 기도의 입술로 나타날 수 있어
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3) 예언서들에서의 기도
예언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103 이사야는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헌신기도를
올려드렸다(사 1:4; 6:5, 8). 예레미야는 유다민족이 바벨론에 패망하는 것을 목격했던 마지막 선지자
로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애 1:2). 유다의 파멸이 죄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했다(렘 14:7). 에스겔은 바벨론 포
로기에 백성들과 함께 갈대아 그발 강가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재난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
을 선포하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강조했다(겔 36:37).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

99) Roland E. Murphy, 「WBC 성경주석 전도서」, 김귀탁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77.
100) Derek Kidner, 「전도서 강해」, 박성호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4), 30.
101)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잠언-아가」, 507.
102) Matthew Henry, 「매큐헨리주석 잠언, 전도서, 아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9), 661.
103) James Houston, 「기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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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섭리를 깨닫고 세 이레 동안 금식하며 중보기도를 하였다(단
9:3-5, 8, 9). 아모스는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상달되었다(암 7:1). 호세아는
참회의 기도를 선포했다(호 14:2). 요엘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욜 2:3),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기
도할 것을 촉구했으며(욘 3:8), 하박국의 기도는 진정한 부흥을 간구했다(합 3:2). 학개의 기도는 재
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평화를 희망했다(학 2:9). 스가랴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으며(슥 4:6),
말라기의 기도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말 1:8-9; 3:8-12).
다니엘 9 장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기도를 한다.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 작심하여 특별기도를 드렸다(3 절). 기
도의 일차 주제는 죄의 고백으로, ‘주께 범죄하였고(5, 7, 8, 15 절)’,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고(6, 10
절)’, ‘주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13 절)’며 구구절절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을 고했다.104 죄의 고백
후,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하는데(4 절), 이는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으로 하나
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105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붕괴와 몰락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만이 인간사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며,106 공의로우시며 전능자 되신 하나님
께 간절히 간구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은 세상 종말의 때에 되어질 역사에 관한 70 이레를
예언하게 되었다(24-29 절). 박은규는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들의 기도의 특징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수립한 투명한 삶이었다고 평가했다.107 또한 하나님을 배신
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으며,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뢰었다고 평가했다.108 무엇보다 예언서에서의 기도는 하
나님의 본성과 요구를 규명함으로써 제사와 의식 이상의 보다 높고 숭결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발견

104) 편집부 편, 「더 크로스 FMA 에스겔, 다니엘」 (서울: 포도원, 2008), 494-5.
105) John E. Goldingay, 「WBC 성경주석 다니엘」,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421.
106) Eugene H. Merrill and Robert B. Chisholm, 「선지서 신학」 (서울: 크리스챤, 2011), 131.
107) 박은규, 「기도의 신학과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3-4.
108) Ibid., 64.

27
할 수 있다.109 이처럼 예언서들의 기도는 한 개인이 민족의 죄악 앞에 통회와 자복으로 하나님을 찾
고 구원자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있는 말씀을
대언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3)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
신학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도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반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과 중보에 근거한 기도와 성령의 감동에 따른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10 신약에 소개된 기
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관계로 접근한다는 것(막 14:36; 롬 8:15)과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요 14:13; 15:16; 16:23, 24)이다.111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완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112
신약성경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자로 나타나신 예수님(막 1:35; 14:32; 마 11:25-27; 14:23; 눅
3:21)과 기도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공동 서신서들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간청을 한다.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
셨는데(마 6:9-13; 눅 11:2-4), 이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상의 요약이자 진수가 되는 완벽한
모범기도가 되었다.113 초대교부 터튤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복음 전체의 개요이며 주님의 교훈과

109)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2권」, 893.
110) 박은규, 「기도의 신학과 생활」, 80.
111) 기독교새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새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0), 190.
112) Ibid.
113) 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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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칙의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며, 칼빈은 하나님께 인준받기 원하는 기도는 마땅히
따라야 할 참된 양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정확한 기도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라고 했다.114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기도문은 다섯 가지 간구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관련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주제가 더 추
가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일곱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의 중심 주
제들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최대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
로 삼아야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115 주기도문에서 주목할 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이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종결부분을 ‘아버
지’께 간구하며, 간구를 듣고 계신 ‘아버지’께 송영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
계가 특권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다.116 톰 라이트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로 부르는 것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시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출 4:22)임을 증명하셨던 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117 또한 성
종현은 주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했다:

‘주의 기도’의 첫번째와 두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눅
11:2). 그것은 곧 이 두 주제가 예수의 공생애에 있어서 예수 자신의 최대 관심사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일용할 양식(세번째 간구)과 죄의 용서(네번째 간구)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다섯째 간구)는 기도하는 예수 제자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다(눅
11:3-4). 이 ‘주의 기도’는 비교적 긴 유대인들의 ‘쉐모네 에스레(18 간구기도문)’에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신
앙과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사이의 연속성과 동시에 엄청난 단절을 보게 된다.118

114) 박형렬, 「통전적 기도학」 (서울: 도서출판 치유, 2001), 66.
115) 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170.
116) R. C. Sproul, 「효과적인 기도」, 총신대학출판부 번역위원회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170.
117) Tom Wright, 「신약의 모든 기도」, 26.
118) 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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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인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전반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를 나타낸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표현해 준다.119 이는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관계를 연결하는 통전적 관계회복의 조화와 균형을 갖춘 성숙
을 담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준다.120 김세윤은 주기도문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실현된다고 했다.121 하나님의
통치는 이 같은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한 순종의 요구로 오기 때문이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김세윤이 언급한 주기도문의 탁월함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22 첫째, 주기도
문은 참된 기도이다. 이는 청원과 서약이 내포되고,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인 기도와 대조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기도문의 짧고 간결함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
언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 장 7 절의 요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과 관계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
문이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과 ‘아빠’가 되신다는 친근감을 적절하
게 유지하는 기도이다. 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음을 가르친
다. 넷째, 주기도문은 ‘나’가 아닌 ‘우리’의 기도이다. 항상 이웃과의 관계, 나와 연관되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 형제 노릇을 해야함을 기억하게 한다. 끝으로, 주기도문은 청원 속에 항상 서원이 들어있는
기도이다. 이는 기도의 적극적인 성격을 대변한다. 이처럼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완벽한 모범기도이자
복음 전체의 개요이며, 신앙의 주요 토대가 된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된다.

119) 박은규, 「기도의 신학과 생활」, 85.
120) 박형렬, 「통전적 기도학」, 69.
121)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0), 164-7.
122) Ibid.,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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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울의 기도
사도행전 6 장 4 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는 사도들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따랐다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은 ‘기도와 말씀사역’이었을 것이다. 빙햄 헌터
(Bingham Hunter)는 바울의 사역은 기도에 근거했으며, 기도를 통해 발전되었다고 단언했다.123 바울
이 쓴 로마서에 의하면, 그는 수신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롬 1:9)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당부하고 있다(롬 15:30). 바울에게 있어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이었다.124 그는 기도의 합리성이나 가능성을 논하거나 기도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125
바울은 기도를 영적인 삶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표현으로 여겼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도직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었던 기도의
사도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 직후부터 그는 기도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행 9:11) 이후 아라비아에서의 기간(갈 1:17) 역시 ‘자신의 회심 경험의 신학적인 의의를 묵상하고
기도로 시간을 보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126 이처럼 기도는 그의 생애와 사역에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바울의 신앙행보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부르심을 위해,
맡겨진 주의 양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눈물과 간구로 전 생애를 드려졌는지를 알 수 있다(행
9:11; 13:3; 14:23; 16:16-25; 20:36; 21:5; 22:17; 28:7-9).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자신과(살전 3:11; 고후 12:8-9) 그가 회심시킨 사람들(살전 3:9-10, 1213; 빌 1:9-11; 고후 13:7-9), 유대민족(롬 10:1) 그리고 그의 독자들(살전 5:16-18; 빌 4:6; 롬
12:11-12)이었다. 바울은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며(롬 8:15-16, 26-27), 성령께서는 기도하
는 성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노라 단언했다(롬 8:26-27). 바울이 강조한 기
도의 내용은 크게 영광송(고후 11:31; 빌 4:21; 롬 1:25; 11:33-36; 엡 3:20-21), 중보기도(살전

123) W. Bingham Hunter,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L: IVP, 1993), p. 725.
124) J. Oswald Sanders, 「지도자 바울」, 이경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7), 95.
125) Ibid.
126) 박형룡, 「바울 신학」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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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3; 5:23-24), 찬송 고백문(고후 1:3-7; 엡 1:3-14), 감사(살전 1:3-4; 빌 1:3-11; 고전 1:49; 롬 1:8-12)로 분류된다.127
박형룡은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도내용을 크게
5 가지 신학적 조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128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을 성취하시고 세상 종말을 주관하실 분으로 믿고 기도한다. 바
울의 기본적인 기도신학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세계를 이끄시는 확신에 그 근거를 두
고 있다(골 1:15-17).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피조물인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
광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ⅱ) 기독론적인 기도129
바울은 죄로 왜곡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
함과 부활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했다(골 1:13, 14; 엡 3:16; 빌 1:11). 하나님의 구속계
획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에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ⅲ) 구원론적인 기도130
바울의 기도 동기는 구원에 근거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속 사람을 창조하셨으며(엡 3:16),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엡 1:18, 골 1:12) 죄로부터 자유하는 특권을 주

127) Joseph A. Fitzmyer, 「바울의 신학」, 배용덕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223-4.
128) 박형룡, 「바울 신학」, 333.
129) Ibid., 333-4.
130) Ibid.,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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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엡 3:18-19). 바울은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
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야함을 거듭 강조한다(엡 1:17; 3:18-19; 골 1:9-10).

ⅳ) 교회론적인 기도131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음
을 단언했다(엡 1:22). 이는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과 더불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야
하는 명백한 근거를 이룬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기도가
두 번 언급된 것은(엡 1:15-23; 3:14-21)은 바울의 기도가 교회론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
가 된다.

ⅴ) 종말론적인 기도132
박형룡은 예수님의 초림 때 종말이 시작되었다면 재림으로 종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임을 단언
한다(행 2:17; 히 1:2). 재림을 기대한 바울의 기도는 현세적인 복이 아닌 영원하고 영적인 복에 눈
을 돌린 한 차원 높은 기도였음이 분명하다(엡 1:15-23; 3:14-21).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
신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1) 공동서신에 소개된 기도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 서, 유다서의 일곱 서신을 일반적으로 ‘공동서신’(Catholic

Epistles) 또는 ‘일반서신’(General Epistles)이라고 부른다. 이 서신들은 모두 ‘비바울적 사도 서신’이자
‘사도적 서신’(Apostolic Epistles)이라고 불리우는데,133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했던 제자라는 사도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기도적 측면을 다루기에 용이하다.

131) Ibid.
132) Ibid., 335.
133) 박수암, 「공동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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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야고보서에서의 기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로(1:1), 그들은 헤롯 아그립바 1 세의 박해(행 12 장,
주후 44 년경)로 흩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134 야고보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대상, 응답에 대해 교훈
하며,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을 가르친다
(1:5). 야고보는 두 가지 격려의 요소들을 언급한다.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후히 주시는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다.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오네이디조(ὀνειδίζω, 꾸짖다)’의 현재분사인 ‘오네이디존토스(ὀνειδίζοντος)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뜻으로,135 흠을 찾
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한다. 더글라스 무(Douglas J. Moo)는 이 구절을 가리켜, “기
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 7:7-11)과 같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
하게 구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136고 설명했다
또한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확신임을 강조한다(1:6). 의심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
답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본적인 결핍’이다.137 더글라스 무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용어들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저주사건 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만일 너
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마 21:21)이라는 용어와 비숫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약
1:6; 마 21:21-23).138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139 결국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134) John MacArthur, 「맥아더 성경주석」, 황영철 외 3인 역 (서울: 아바서원, 2005), 1546.
135) Walter Bauer, 「바우어헬라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1081.
136) Douglas J. Moo, 「야고보서」, 이승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93.
137) Gordon J. Keddie, 「야고보서」, 이중수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2), 38.
138) Douglas J. Moo, 「야고보서」, 94.
13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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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약 서신의 저자들처럼, 야고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개별 성도뿐만 아니라
(5:13-14) 공동체에게도 기도를 요청한다(5:16).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 속에 기도할 것과 즐거울 때
찬송하라 권면한다(5:13). 이 찬송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으며(고전 14:15 참조) 기도의 한 형
태로 간주될 수 있다.140 또한 야고보는 기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즉 질병을 두고 기도할 것을
더불어 권면한다. 야고보는 기도의 효력에 관하여 기도의 강렬함이나 빈도가 아닌 믿음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5:15). 이 믿음은 야고보서 1:6-8 절에서 강조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ⅱ) 베드로전후서에서의 기도
베드로전후서는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는데, 이는 구약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벧전 1:1; 벧후 3:1).141 베드로전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이며,142 베드로후서는 거짓교사인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사도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143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에(벧전 3:12), 베드로는 고난 속에 붙들어야 할
성도의 자세로 기도를 강조한다. 특별히 베드로는 말세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
라”(벧전 4:7)고 명령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준비 과정이라면 ‘기도하라’는 것은 중심되
는 교훈이 된다.144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할 첫번째 덕목은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랜
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베드로가 제시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수직적인 교훈’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압력을 극복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훈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수평적인 교훈’을 제시한다고 했다(벧전 4:8, 9 참조).145

140) Douglas J. Moo, 「야고보서」, 263.
141) G. K. Beale and D. A. Carson,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김주원 외 2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299-300.
142) 노재관, 「일반서신 연구」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5), 102.
143) 박수암, 「공동서신」, 217.
144) 이병규, 「공동서신」 (서울: 크리스챤비젼하우스, 1982), 188.
145) Grant Osborn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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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베드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상급이 확실하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바르게 기도할
것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뿌리를 두지 않을 때 극한 유혹에 직면했던 자신
의 경험적 고백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마 26:41). 그와 같은 연약함에 직면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종말을 예비하고 강화되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ⅲ) 요한일∙이∙삼서에서의 기도
요한일∙이∙삼서는 당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직면했던 여러 어려움과 갈등들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이다.146 쓰여진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게 하며, 당시 교
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
다.147 요한서신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쓰인 일종의 목회적 서신이었으며, 목자인 요한은 그의 양떼에
게 기초적이지만 꼭 필요한 원리들을 전달하여 믿음의 기초를 재확신 시켰다.148
사도 요한은 사랑이 주는 첫번째 유익이 구원의 확신이라면(요일 3:17-21), 두번째 유익은 응답받
는 기도임을 단언했다(요일 3:22). 특정한 경우에 드리는 기도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만 조
건만 만족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149 그 조건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
는 것’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요일 3:22), 이 두 조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한은 어떤 특별한
교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바를 액면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150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
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146)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 「요한일∙이∙삼서」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45.
147) James M. Boice, 「요한서신 강해설교」, 심이석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18-27.
148) John MacArthur, 「맥아더 성경주석」, 1598.
149) James M. Boice, 「요한서신 강해설교」, 170.
150) Ibid.,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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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 24).
제임스 보이스(James Boice)는 위 말씀과 요한일서 3 장 22 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구절은 모두 기도하는 자의 뜻을 하나님
의 뜻에 예속시키는 태도라고 해석했다.151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
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재확인시켜 준다(요일 5:14-15).
요한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선행을 인정받은 가이오에게 축복기도하는 목회적 마음을 표현하고 있
는데,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잘되도록 간구하고 있다(요삼 1:2). 다른 서신 같으면 성부, 성자, 성령
의 은총을 구하는 인사가 나올 터인데 사도 요한은 건강을 기원하는 일반 세속적인 서간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기원하는데, 엄밀히 표현하면 뒤의 두
축복은 앞의 첫 축복을 조건으로 한다.152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ⅳ) 유다서에서의 기도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님을 배척했고(막 3:21) 조롱했다(요 7:1-5).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는데(고전
15:7), 이후 야고보와 유다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153 유다서와 베
드로후서는 내용의 유사성이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두 편지가 당시 교회가 당면한 동일한 문제, 즉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54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가혹한 정치적 공격을 당하며, 배교자들과 윤리적 방임주의자들이 공격적인 영적 침루를
일삼은 때였다.155 사도들의 순교와 기독교의 열악한 상황 속에 유다는 교회에게 극렬한 영적 전투의

151) Ibid.
152) 박수암, 「공동서신」, 341.
153) Grant Osborn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342-3.
154) Ibid., 345-6.
155) John MacArthur, 「맥아더 성경주석」,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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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운데서 진리를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3 절).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언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교훈에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성
령으로 기도할 것을 명한다(20 절). 이는 거짓 교훈과의 투쟁은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해야 함을 암시한다.156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
며, 성령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롬 8:26-27; 갈 4:6; 엡 6:18),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
어주실 뿐만 아니라(요 14:26)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신다(요 15:26). 거짓 교사들은 성령
이 결여된 자들이기 때문에(19 절) 결국 그들은 참되게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157 이에 유다는 보다 적극적인 권면으로 거짓 교사들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신학자들의 기도의 이해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영적 스승이자 위대한 신학자들이었다. 어거스틴은 4
세기 이후 천 년 동안 기독교 교회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 오늘
까지 신학사상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158 그들은 시대를 초월해 기독교 고전을 남겼고, 이 저서들
을 통해 기도에 필요한 영적 자원들을 얻는 ‘기도 안내서’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159 세 사람의 신
학자들을 통해 기도의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기도의 이해
길슨(Etienne Gilson)은 어거스틴의 대표작 「하나님의 도성」은 지성을 통한 진리추구의 단면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에게 이성과 신앙과의 관계는 신학적 사상의 토대라고 보았다160 어거스틴에게 이

156) Alan M. Stibbs, 「틴델주석」, 권성수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0), 447.
157) Grant Osborne,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386.
158) Benjamin B. Warfield,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15.
159)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27.
160) Etienne Gilson,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김태규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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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며, 결국 그의 신학적 사상은 이성적 증명을 통해 하나님
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수많은 질문을 다루면서 기도에 관한
직접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기도에 관해 이성적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즉 기도는 이성적 증명에 의
하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참회록 서언을 담고 있는 제 1 권 제 1 장에서 제 5 장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
한 글로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 권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
님을 발견한다.161 참회록의 간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Magnus es, domine, et laudabilis valde,

magna virtus tua et sapientiae tuae non est numerous(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주는 능
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162 이것은 시편 145 편 3 절과 147 편 5 절을 연결한 것으
로 어거스틴은 참회록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백연욱은 어거스틴에게 있어 기도는 ‘찬양에
이르는 계단’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기도만을 알고 찬양을 모를 때 사람의 영혼은 환희와 평안을 얻
지 못하는 반면 찬양함에 이를 때 충족과 사람으로서의 바른 지위에 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63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인식∙지식) 때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
나님을 구하기(탐구∙발견) 때문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기(생활∙실천) 때문이며, 하
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164 하나님을 부르는 것, 즉 기도라는 것은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
적 지식을 선행하는 것이다.165 결국 어거스틴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를 두었으며, 사
람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셔들이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

161) Augustine, 「참회록」, 김종웅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35.
162) 백연욱, 「참회록 강해」 (서울: 홍신문화사, 1988), 15.
163) Ibid., 16.
164) Augustine, 「참회록」, 31-2; 백연욱, 「참회록 강해」, 17.
165) 백연욱, 「참회록 강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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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했다:

나는 주님께 간구하여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아마도 당신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음부에 떨어지지는 않
았지만,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시 139:8). 오 나의 하나님
이시여!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나는 한시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입
니다.166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백연욱은 어거스틴이
표현한 이같은 하나님의 내재는 영적, 역학적 의미이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간구하는 일
로 성립된다고 보았다.167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루터에 있어서의 기도의 이해
알트하우스(Althaus)에 의하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명을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로
보았는데, 특히 간구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 근거를 두었다고 했다.168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나
오는 주기도문 도입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동시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
다. 또한 이미 제 2 계명을 다루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라!” 이것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위급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
라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상숭배 금
지,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계명과 같이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169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기도는 제 2 계명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라고

166) Augustine, 「참회록」, 32-3.
167) 백연욱, 「참회록 강해」, 20.
168)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구영철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189-90.
169) Martin Luther, 「대교리문답」, 최주훈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7),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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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했다.170 기도는 모든 위급 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하나님
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했다. 또한 기도는 계명인 동시에 약속이며,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바
꿀 수 없는 보물로서 참된 기도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고 했다.171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매일 기도하
는 습관이 필요하며, 각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되 자신의 일과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기
도할 것을 권면했다.172 특히 기도는 악마와 모든 악한 세력들의 힘을 막는 철옹성으로서 오직 기도
만이 우리의 보호막이요, 방패임을 강조했다.173 루터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곤궁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평생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커어(Kerr)에 의하면, 루터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으며, 기도는 하나님을 향
한 확신과 믿음의 특별한 연습으로 보았다.174 루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비록 그들이 원하시는 시간이나 때나 방법이나 사물과 꼭 맞지는 않
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 얻게 된다”175고 확신했다. 「탁상담화」에서 루터는 진정으
로 기도할 때마다 넘치게 응답되었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기도가 그에게 얼
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거듭 강조했다.176 또한 “경험에 의하여 기도를 알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
과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177 루터는 기도를 “아센수스 멘티스 아드
데움(Ascensus mentis ad Deum), 곧 신을 향한 마음의 고양(a climbing up of the heart unto God)”이라
고 규정했다.178

170) Ibid.
171) Ibid., 240-3.
172) Ibid., 244.
173) Ibid., 245.
174) Hugh T. Kerr, 「루터신학 개요」, 김영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91), 158.
175) Martin Ruther, 「탁상담화」, 지원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218.
176) Ibid.
177) Ibid., 221.
178) Hugh T. Kerr, 「루터신학 개요」,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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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빈에 있어서의 기도의 이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3 권 20 장 전장을 기도로 다룰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며 유익한 일인지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였다.179 기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며 기도해야 할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할만큼 그는 기도를 강조했다.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종의 교제(intercourse)’로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180

칼빈은 기

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도 친숙한 대화’로 여겼던 것이다.181 또한
칼빈은 말씀 속에서 믿음과 기도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은 올바른 기도가 된
다고 단언했다.182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 준다...... 넷째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
게 된다. 다섯째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 준다

183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칼빈이 주장하는 기도는 말씀과 성례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 아닌
경건의 첫 번째 부분이자 믿음의 첫 열매였으며, 생애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다고 평가한다.184 칼빈은 기도의 원칙보다 기도의 실천을 더 중시했는데,185 기도는

179)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11.
18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417.
181) Burk Parsons,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칼빈」, 백금산 외 19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351.
18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중)」, 434.
183) Ibid., 419.
184) Michael Horton,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김광남 역 (서울: 아바서원, 2016), 240-1.
185) Burk Parsons,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칼빈」,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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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세우고,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주요수단으로써 ‘신앙의 주요 단련’(the chief exercise of faith)으
로 보았기 때문이다.186 칼빈에게 기도란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이며 귀중
한 선물’이었던 것이다.187

5) 교회부흥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
최재건은 교회의 부흥을 가리켜,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이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일과 인간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구분을 체험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188 결론적으로 교회부흥을 영적
각성 운동으로 규정했다.189 교회사상 최초의 부흥운동은 120 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오순절의 역사였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교회 부흥운동
의 기점과 모델이 되며,190 이는 기도가 결코 교회부흥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오순절 이후,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며 시대마다 교회의 영적 각성운동을 통해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 세계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부흥이 있지만, 본 연구자는 근현대 부흥운동의 근간이
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교회부흥에 나타난 기도의 역사를 살펴보려 한다.

(1) 영국의 부흥과 기도
탁월한 지성과 영국국교의 품위있는 배경 속에서 훈련받은 목회자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의 종교적, 영적 침체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이었다.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는 전도사역과 감리교 운동의 동역자였는데, 1729 년 봄에 찰스는 친구 두 사람과 성경공부와 공동기
도를 목적으로 홀리클럽(Holy Club)을 결성하였고, 훗날 웨슬리가 참여하여 이 모임의 지도자가 되면

186) 박해경, 「칼빈의 조직신학」 (서울: 아가페문화사, 2015), 498.
187) Ibid., 350.
188) 최재건, 「근현대 부흥운동사」 (서울: CLC, 2007), 9.
189) Ibid.
1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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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흥운동의 주촛돌이 되었다.191 웨슬리는 대서양에서 일련의 폭풍을 만나 죽음 앞에서의 공포에
떨던 자신과는 대조적이었던 26 명의 모라비안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이후 모라비아파의 기
도회에 출석하여 회심을 경험했다.192 이 사건을 계기로 중생의 회개에서 경험하는 이신칭의의 메시
지를 전하는 일생일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193 이후 홀리클럽의 멤버였던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의 옥외집회 권면을 통해 브리스톨의 집회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매 집회마다 회심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게 되었다.194
옥외집회의 특징은 회심의 기도였는데, 회중들은 자신의 불경건함을 깊이 각성하며 통회와 자복,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많았고,195 이 같은 역사에는 집회를 위해 기도했던 응답의 결실이기도 했다.
존 웨슬리는 1739 년 4 월 21 일, 25 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일으키시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내가 뉴게이트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전의 준비도 없이 강력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하
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고, 만일 사실이라면 그의 말씀의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곧 한 사람 한 사람씩 땅에 나뒹굴었는데, 벼락을 맞은 것처럼
사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그들 중 하나는 큰 소리를 울부짖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하
여 하나님께서 그녀의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다. 동일
한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기도드렸다.196

바운즈(E. M. Bounds)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설교자’는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며,
‘기도가 충만한 사역만이 설교자로 하여금 사람들을 동정하게 만든다’고 했다.197 웨슬리는 진정 기도

191) Ibid., 251-2.
192) 송낙원, 「교회사」 (서울: 이건사, 1981), 525.
193) Roland H. Bainton, 「세계교회사」,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411-2.
194) Bruce Shelley,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427.
195) John Gillies, 「18세기 위대한 영적부흥(상권)」, 202.
196) Ibid., 181.
197) E. M. Bounds,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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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역자였으며, 영혼에 대한 참사랑으로 집회의 현장에서 기도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웨슬리
의 홀리클럽에서의 신앙 규범적인 삶의 태도가 메도디스트(Methodist)라 불리게 되었고,198 이후 감리
교(Methodism)의 유래가 되었듯 웨슬리가 이끈 영국의 부흥은 기도가 그 중심에 규범적으로 자리잡
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규칙적으로 오전 5 시에 기상하여 일정한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돌
보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묵상, 그리고 연구를 병행했고 특별히 규칙적인 금식기도를
통해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 웨슬리에게 있어 기도는 변화된 삶의 중
심에 위치했으며,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정규적이며 잘 훈련된 기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고 했다.200 웨슬리는 수시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고, 복음과 형제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금
식하며 기도했다.201 이후정은 영국의 부흥을 가져온 웨슬리의 영성을 가리켜 끊임없는 기도를 실천
함으로써 성령의 확신과 내적 평정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202 토레이(R. A. Torrey)는 모든 참된 부
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왔으며(행 2:4, 41, 47; 4:31-35), 웨슬리와 그들의 동료들이
기도했을 때 18 세기 초반의 영국의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확신했다.203

(2) 미국의 부흥과 기도
워커(Williston Walker)는 18 세기 미국의 종교생활에서 가장 광범위한 변혁운동을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으로 평가했다.204 미국의 1 차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신앙이 극도
로 무디어지는 시대 속에 에드워즈는 교회부흥을 위한 기도에 전념했다.205 기도의 소명으로 나아갔

198) 최재건, 「근현대 부흥운동사」, 12.
199) Lovett H. Weems,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유산」, 이은재, 이관수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5), 146.
200) Rueben P. Job, 「존 웨슬리의 삶의 3가지 원리」,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92.
201) 이성주, 「웨슬리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8), 115.
202) 감리교신학대학교편집부 편, 「존 웨슬리와 현대목회」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144.
203) R. A. Torrey, 「기도와 영력」,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259-63.
204)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673.
205) 오희동, 「에드워즈의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서울: 도서출판 성광, 200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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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일화는 이렇게 진술되었다: “그는 너무도 애써 기도한 나머지 그가 무릎
을 꿇고 기도한 마루바닥이 움푹 파여 있었다.”206 에드워즈는 기도는 교회의 의무임을 강조하며207
뉴잉글랜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까지 연합기도회에 참여할 것을 공
표했고 하나님은 에드워드를 통해 부흥을 이끄셨다.208
박용호는 에드워즈를 가리켜 그는 부흥을 일으키거나 진작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론을
쓰지 않았고 부흥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기도와 설교에 집중했던 인물로 평가했
다.209 오희동은 에드워즈와 휫필드에 의해 시작된 대각성운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촉진하는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고, 선교운동이 일어나 선교사 훈련을 위한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210 박용규는 당시의 상황을 다
음과 같이 전한다:

1734 년부터 1742 년까지 뉴잉글런드를 중심으로 신대륙을 휩쓴 이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
의 결과, 뉴 잉글런드에는 수년 동안 2 만 5 천명에서 5 만명이 회심하였고, 20 년 동안에 250
개 회중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으며, 상당한 분리주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뉴 잉
글런드에 침례교회도 성장의 틀을 다지게 되었고, 장로교 목회자들도 1741 년 신파와 구파의
분열 전 45 명에서 100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211

1 차 대각성운동은 건국 초기의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교회 출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했
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 고차원적인 윤
리가 강조되고 사회에 대한 자선사업 운동이 시작되었다.212
2 차 대각성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는 찰스 피니(Charles G. Finny)였다. 피니의 부흥집회의 특징은

206) R. A. Torrey, 「기도와 영력」, 238.
207) Jonathan Edwards, 「기도합주회」, 정성욱, 황혁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42.
208) Wesley L. Duewel, 「능력있고 응답받는 기도」, 주상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175.
209) 박용호, 「미국교회 부흥신학」 (서울: CLC, 2012), 168-70.
210) 오희동, 「에드워즈의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71.
211)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8), 224.
212) 정수영, 「새교회사 Ⅱ」 (서울: 규장, 1994),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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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회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연속집회로써, 개신교에서 매일 모여 집회를 갖기 시작한 것
도 이때부터 시작한 일이었다.213 사실 이러한 연속집회는 기도회에서 시작되었는데, 부흥회 기간 동
안 사람들은 개인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고 그 기도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기도를 하였다.
피니는 그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기도회 자체만으로는 유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모든 집회 때마다
설교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연속집회인 오늘의 부흥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214 이처럼
피니의 연속집회는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피니의 부흥운동은 개신교 교회 교인의 숫자가
1800 년에는 365,500 명에서 1850 년에는 3,500,000 명이 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215
박용호는 피니의 부흥운동은 한 마디로 “기도의 영”216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217 피니는 부흥
을 영혼의 회심으로 보았는데, 이 회심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에 오직 기도의 노동을 감당할 때
가능한 역사로 보았다.218 리처드 카워드(Richard Carwardine)는 피니가 이끈 집회의 특징을 장시간
지속된 기도와 때로는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간구를 드렸던 것에 두었다.219 스프레이그
(William Sprague)는 부흥과 관련하여 기도를 중요한 방편으로 보았는데,220 대각성운동의 회심과 부
흥은 이 같은 기도의 역사임을 증명한다.

(3) 한국의 부흥과 기도
한국에서 30 년 이상 선교사로 지내오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신내리(Alvin R. Sneller)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실행적 요소로 ‘기도’를 언급했다. 특별히 부흥의 시기에 시작되었던 새벽기도회

213) 정도출, 「교회성장과 부흥신학」 (서울: 쿰람출판사, 2002), 118.
214) Ibid.
215) Ibid., 121.
216) 찰스 피니의 책에는 ‘기도의 영’이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있다.
217) 박용호, 「미국교회 부흥신학」, 179-83.
218) Ibid., 183.
219) John Wolffe, 「복음주의 확장」, 이재근 역 (서울: CLC, 2010), 95.
220) William Sprague, 「참된 영적 부흥」, 서문강 역 (서울: 이레서원, 200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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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대한 일이며, 기도는 한국교회에서 매우 역동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221
한국교회 부흥의 발단은 1903 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의 기도회로부터 시
작되었다.222 이 기도회는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과 일부 한국 성도들이 참여하는 연합기도회로 확
대되어 창전교회에서 일주일 간 집회로 이어졌고, 당시 수년간의 선교활동에 별 성과를 얻지 못한 남
감리교회 선교회 소속 선교사 하디(R. A. Hardie)가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통회 자복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다.223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1907 년 1 월 2 일부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
자 사경회였다.224 사경회에 참석해 매시간 가르쳤던 헌트(William B. Hunt)는 “평양 사경회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진술했다.225 이 사경회는 성경공부와 기
도에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로 이어져, 평양 장대현교회로 인해 15 년 동안 39 개의 교회가 생겨
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226
한국교회는 1907 년 이후 각 지역의 사경회를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생활과 새벽기도의 전통이 생겨났다. 새벽기도회, 통성기도회, 철야
기도회, 합심기도회, 중보기도 등 한국교회의 토착적 신앙전통들이 이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227 길선
주 목사는 평양에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새벽기도운동이 되었으며 교회마다
큰 호응을 얻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228 김수진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한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기도에 있다고 평가했다.229 김영재는 이 같은 기도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는 1930 년대 말 신

221) 신내리(Alvin R. Sneller),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손성은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68-71.
22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67.
223) Ibid.
224)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207.
225) Ibid., 208.
226) Ibid., 209.
227) 김수진, 노남도, 「어둠을 밝힌 한국교회와 대각성운동」 (서울: 쿰란출판사, 2007), 150.
228) Ibid.
2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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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배의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며 극복하게 되었으며 한국 성도들의 도덕적, 영적 생활의 높은 수준
의 변화가 되었다고 주장했다.230 특히 김민영은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한국의 토착신앙 형태의 모
양이 자리잡고, 실천적 회개운동을 통한 윤리적 정화를 이루어 민족교회의 내연적 기초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231 반면 민족교회사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경배는 이 같은 부흥의 물결
속에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를 경건한 내적 동기의 틀을 잡게 했을 뿐, 현실적인 정치적 동력화에서
비정치화하며, 통일된 한국 기독교회의 단일형성은 실패했다고 반박했다.232
대부흥이 있은지 2 년 후인 1909 년 ‘백만인 구령 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꾸준한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1920 년에 장로교회는 5,603 명의 새신자를, 장로교와 감리교 양 교회의 주일학교 수는
10,000 명에서 14,000 명으로 불어났다.233 원산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과 백만인구령운동은 ‘출석
교인의 대단한 증가’를 통해 이전에 없던 성장을 보여주었으며,234 이것은 부흥운동 기간 동안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확산되었는가를 말해준다. 이는 한국교회가 기도의 부흥을 통해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괄목할만한 교회성장을 이루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용규는 원산과 평양대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로 특징되는 성령의 영적각성운동”으
로 보았으며,235 한국사회 전반에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확대되어 교회 정화,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이 되었다고 평가했다.236 이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도를 통한 영적각성이 교회와 사회전
반적인 사회개혁으로 이어졌고 한국인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30)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151.
231) 김민영, 「한국초대교회사」 (서울: 쿰란출판사, 1998), 191.
232)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295-316.
233) 김영재, 「되돌아보는 한국 기독교」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125-8.
23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966.
235) Ibid., 959.
236) Ibid.,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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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경적 기도에 대한 이해
한경직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비범한 기도열심은 종종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을 경고했다.237 한철하는 한국교회는 신앙의 지적 측면보다는 체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는 샤머니즘적 문화배경이 있으며 그 열정은 극단적인 샤머니즘적 실행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평가했
다.238 이에 신내리(Alvin R. Sneller)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생활의 열심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지만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비주의, 꿈, 방언 등 기도원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경적 기도에 대해 배워야할 것을 주장했다.239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경계하
고 샤머니즘적 요소를 배격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도를 이해하도록 해야 건전한
기도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경적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서 말
하는 기도의 본질과 목적, 올바른 자세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기도생활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도의 본질과 목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자연에서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얻게 되지만(롬 1: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창 1:26-27)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팀 켈러(Timothy Keller)는 기도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
로 소통하는 반응’으로 보았다.240 휴스턴(James Houston)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표
현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며 세상보다 넓고, 마음보다 깊으며, 인간의 기원보다
도 더 오래된 것이라고 했다.241 칼빈(John Calvin)은 기도의 본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
는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숙한 대화로 여겼으며,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237) 신내리(Alvin R. Sneller),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70.
238) Ibid., 70-1.
239) Ibid., 69-71.
240)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73.
241) James Houston, 「기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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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간청과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242 이 모든
표현들은 바울이 단언한 ‘양자의 영’(롬 8:15), ‘아들의 영’(갈 4:6)이 결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롬
8:15)로 부르짖게 되는 관계적 측면이 강조된 설명이다. 바운즈(E. M. Bounds)는 ‘기도는 전인적이어
야 한다’고 했는데,243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
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 소통으로 반응하여 전인적(全人的)인 삶을 드리는 것을 기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첫째 목적으
로 삼으셨다(요 6:38; 14:12-13).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말씀하신다. 피조물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기에(계 5:13) 오직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림으로써만 참 영광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도의 목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머레이(Andrew Murray)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의 주목적으로 삼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기도의 최고 목적으로 보았다.244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245
파슨스(Burk Parsons)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형식을 알
려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246 기도의 목적을 「기
독교 강요」 3 권 20 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2)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탄원을 늘어놓을 때 옳은 것만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법을 배운다. (3) 겸손한 감사로 우리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제와 응답을 받기를
준비한다. (4) 우리가 요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친절을 묵상한다.
(5)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참된 기쁨의 자세를 기른다. (6)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기도에 자주 응답하심을 봐 왔듯이 더욱 기꺼이 하나님의 현재의 도우심을 신뢰하

242) John Calvin,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240.
243) E. M. Bounds, 「기도의 본질」,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6.
244) Andrew Murray,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 김병제 역 (서울: 도서출판누가, 2003), 189.
245) Ibid.
246) Burk Parsons,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칼빈」, 백금산 외 19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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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확신한다.247

또한 기도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
받으려는 개인적인 측면도 담고 있다.248 이 같은 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
며, 이는 하나님의 존영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신앙표현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올바른 기
도는 믿음에서 나오며, 올바른 믿음은 성경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성경만이 기도의 내용을
잡아주고 통제하고 제한함을 강조했다.249 이처럼 칼빈은 분명한 기도의 원칙과 형식을 통해 개인적
측면에서 다루는 기도의 목적이 자칫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다.
반면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는 기도의 목적을 보다 회중적 의미에서 접근했는데, 그는 기도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결속시켜 주는 것이 없다라고 단언했다.250 기도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각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데 있으며, 무엇보다 죄인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심시키기
위함이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임을 강조했다.251

(2) 기도의 올바른 자세
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관계적 측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를
언급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호칭함
에 있어 옛 언약 사회에서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으며 찾아보기 힘든 형태였다.252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247) Ibid., 355-6.
248) 요한 칼빈 500주년 기념 사업회 편, 「칼빈의 구원론과 교회론」 (서울: SFC, 2011), 372.
249) Burk Parsons,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칼빈」, 357.
250) Charles G. Finney, 「찰스 피니의 기도」, 오현미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1), 145.
251) Ibid., 145-7.
252) R. C. Sproul, 「효과적인 기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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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마 7:9-11).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
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단언하고 있다
(롬 8:15-17).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바른 관계적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함은 ‘경외심’을 동반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했다.253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과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한 임재 속에 경외심과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깊어진다는 것이다.254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
님이시기에(창 1:1)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거룩한 경외
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255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기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
의 섭리적 지배를 믿는 신앙이 된다’는 스피어(Wayne Ro Spear)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256

ⅱ)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에 근거한 바른 간구
루터(Martin Luther)는 의미없는 말의 반복은 기도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며, 아무 의미없이 무작
정 울어대며 고함지르거나 뜻도 없이 웅얼거리는 기도를 경계했다.257 이에 바른 간구와 중언부언하
는 기도를 반드시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
에 있다고 지적하셨다(마 6:7). 바른 기도는 말이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마 6:8).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말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258

253) John Calvin, 「칼빈의 기도론」, 16.
254)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47.
255) Wayne Ro Spear, 「기도의 신학」, 33-40.
256) Ibid.
257) Martin Luther, 「대교리문답」, 246.
258) 김홍전, 「기도에 대하여」 (서울: 성약, 199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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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Augustine)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도를 권면하면서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할 것을
제시했다.259 시편 27 편 4 절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와 잠언
30 장 8, 9 절 말씀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
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를 본보기로 내놓았다. 이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보상, 쾌락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지 않으며
그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 속에 기도
의 실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른 간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에 근거한다. 칼빈(John Calvin)은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
요한 요건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로 보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
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듯이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260
스피어(Wayne Ro Spear)는 칼빈의 주장을 인용하여 구약의 기도는 중보자 없이 드려진 기도로 경
솔하고 무용한 신앙의 원리였으며, 더구나 당시의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계시가 완성되면서 기도는 새로운 특권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언
했다.261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
셨다(요 15:21). 이 약속에 근거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 바른 간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다.

259)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29-30..
26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3」, 로고스 번역위원 역 (서울: 로고스, 1993), 427.
261) Wayne Ro Spear, 「기도의 신학」,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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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도의 바른 형태
교단 혹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기도의 형태 즉, 기도의 표현방식은 다양하다. 묵상적인
기도에서부터 귀에 들리는 말로 표현되는 기도, 더 나아가 정력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한 부르짖는 기
도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이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맺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이기에(시 62:8)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보다 진실한 기도로 접근이 가능하다.262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형
태를 살펴보면 크게 간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분류할 수 있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라 할 수 있
다.263 간구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엘리야의 기도이다. 3 년 6 개월 간의 가뭄 뒤,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
도했다(왕상 18:42). 그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확인하고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임을 전했
고(왕상 18:44), 기도응답의 확신대로 3 년 6 개월 만에 ‘큰 비’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기적을 체험했
다(왕상 18:45).
감사의 기도는 일차적으로 응답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만,264 기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응답이 없
는 상황 속에서도 드려지는 범사 감사의 반응이기도 하다(엡 5:20). 따라서 할레스비(O. Hallesby)는
감사의 기도를 아주 어려운 유형의 기도로 분류하기도 했다.265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
은 다니엘이다. 그는 고관들의 모략으로 삼십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금령
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
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단 6: 10). 이 같은 기도행위의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임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범사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고 오히
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다(단 6:24). 감사의 기도는 내

262) O. Hallesby, 「기도」,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140.
263) Andrew Murray,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 53.
264) O. Hallesby, 「기도」, 142.
2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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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갱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자(고후 4:16; 시 103:1-5)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가까웠
다는 사실을 성령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한다.266
찬양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아주 비슷하며 겉으로는 구별하여 선을 그을 수 없고, 양자 모두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통점을 지닌다.267 그래서 바운즈(E. M. Bounds)는 찬양과 감사는 모두 함께
따라다니며 서로간 밀접한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여 따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268 시편의 많은 경우 찬양과 감사가 가득차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시편 33 편은 전형적인 감사시와 찬양시의 구성을 갖고 있는 열정적인 감사 예배시이다.269 내용상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의 존재와 주권 및 성품, 사역을 망라하여 찬양하는 점에서 본시는 전형적인
감사와 찬양의 원형을 보여준다.270
기본적으로 성경은 간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
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표현이 된다.271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에너지는 기도에서 처음
으로 표현된다”고 했다.272 성경에 나타난 간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열정은 더 풍성히 표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
이다.

266) Wesley L. Duewel,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150-1.
267) Ibid., 145.
268) E. M. Bounds, 「기도의 본질」, 37.
269) 제자원 편, 「그랜드종합주석 9 시편」 (서울: 제자원 워드하우스, 2009), 251.
270) Ibid.
271) 장옥기, 「개혁주의 기도신학」, 348.
272) James I.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옥배 역 (서울: IVP, 20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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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

1) 교회성장의 정의
‘교회성장’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어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전통적인 전도개념을 강조
하는 경우가 많았다.273 ‘교회성장(Church Growth)’이라는 용어는 교회성장 운동의 창시자인 도널드

A.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는 교회의
태동을 잘 말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고(행 2:42)
복음을 전파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고(행 2:47)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행 6: 7; 19:20).
레이너(Thom S. Rainer)는 교회성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그 첫째는 잃어버린 자들의
회심이며, 둘째는 교회 중심적인 제자삼은 전략으로 보았다.274 맥킨토시(Gary L. McIntosh)는 교회성
장이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던 사람들을 그와의 개인적인 교제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책임감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275 정도
출은 맥킨토시의 입장에 더하여 “외적으로 볼 때 외형적이고 수적인 성장을, 그리고 내적으로 볼 때
영적이고 질적인 성장,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성경적 교회성장으로 보았다.276 반면, 김
해규는 교회성장을 “개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하나의 기술로 오용하지 말고, 선교와 갱신을 추구하는
교회성장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발견한 지식을 활용하여 선교적이고,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
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277
북미지역 교회성장협회는 교회성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긴 정의를 내렸다:

교회성장은 그리스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효과적인 수행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삼
음’(마 28:18-20)에 관계시킬 때, 그 교회들의 성격, 확장, 개척, 배가, 기능, 건강을 연구하는
273) 정도출, 「교회성장과 부흥신학」, 22.
274) Thom R.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30.
275) Gary L. McIntosh, 「성경적 교회성장」, 16.
276) 정도출, 「교회성장과 부흥신학」, 18.
277) 김해규, 「교회성장을 넘어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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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다. 교회성장 학도들은 교회 확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적인 신학적 원리들을 도
널드 맥가브란에 의해 이룩된, 바탕적 공적의 초기 참고 골조로 사용하면서 현대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의 최상첨단통찰과 종합시키려 한다.278

이 같은 정의에 더하여, 레이너는 “교회성장은 성경적, 사회학적, 역사적, 행동적 연구를 통하여 왜
교회들이 성장하거나 퇴보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 “참 교회성장은 주님의 ‘지상최
대명령’으로 제자들이 책임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증원되어 입증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279
성경도 초대교회의 성장이 수적인 증원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
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
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6:7; 9:31)
「복음주의 교회성장학」에서 최동규는 교회성장을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결합된 통전적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온전한 교회성장이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개체 교회만
의 고립된 성장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280 그 근거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장사례에서 복음이 지역사회
에 끼친 영향력을 제시했다(행 2:43-47; 4:32; 6:7; 11:26).
결론적으로 교회성장이란 좁게는 개인의 회심이며 넓게는 선교와 갱신의 추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영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외적으로는 외형적인 수적인 성장을 포함한다. 무엇보
다 주님의 지상 최대명령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에서의 복음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
음의 영향력 확대로 정의할 수 있다.

278) C. Peter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 : Reagal Books, 1987), 114, Thom R.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21에서 재인용.
279) Ibid., 23.
280)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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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성장의 원리
헌터(George G. Hunter)는 교회성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첫째, 내적 성장(Internal

Growth), 둘째, 확대 성장(Expansion Growth), 셋째, 증설 성장(Extention Growth), 넷째, 가교 성장
(Bridging Growth)이다.281 내적 성장은 교회의 깊이 있는 성장, 질적 성장, 혹은 활력면에서의 성장
을 말하며, 확대 성장이란 새 구성원이 모임에 참가함으로써 확대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증설 성장은
지교회(또는 개척교회)가 세워지거나 한 교회가 동일한 건물 안에서 2, 3, 4 부 예배를 드릴 때를 의
미하며, 가교 성장이란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차이가 뚜렷한 곳에 해외 선교사를 파견할 때 일어나
는 성장이다.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종합하려 할 때 그 범위는 광범위하고 내용은 세부적임을 발견하게 된다. 대
부분의 원리들은 성경에 기인하지만 어떤 원리들은 성경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은 원리들이 비성경적이지도 않다.282 가령, 예배유형, 음악스타일, 방문자를 환
영하는 방법 등은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교회성장 사역에 유효하기 때문
이다. 교회성장을 성경의 렌즈, 역사의 렌즈, 문화의 렌즈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 진 게츠
(Gene A. Gets)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경적 원리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성경적 진리들이 어떤 주어진 문
화적 상황에서 그 원리들이 적용되는 방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리들은 형
태와 패턴과 방법들이 아니라 활동들(기능들)과 지침들(가르침들)에 관련된 것이다. 물론 어떤
종류의 방법과 구조가 없다면 기능들(functions,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
지만, 원리가 적용될 때 취하게 되는 형태(form)를 묘사하지 않고도 기능을 묘사하는 원리를 서
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새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혀
힘썼다”(행 2:42)고 누가는 말하는데, 여기에 묘사된 것은 활동 또는 기능이지 그것이 취한 형
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형태와 구조가 있었음을 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
에는 언제나 기능이 있으며,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283

281) George G. Hunter,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김선도 역 (서울: 도서출판 광림, 1987), 46.
282) Thom R.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209.
283) Gene A. Gets and Joe L. Wall,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김현회 역 (서울: 디모데, 2001),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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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게츠(Gene A. Gets)와 조 월(Joe L. Wall)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성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아홉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인구 분
포도, 홍보, 전도의 방법과 도구, 동화284, 추진력(Momentum), 특별 관심 그룹들, 위치, 시설들, 우선
순위들이다.285 이는 성경적 원리의 빛 아래서 형태와 구조를 개발하는 문화적 렌즈라는 관점에서 제
시된 원리들이다.
교회성장의 보편적인 원리에 관한 이해는 헌터(George G. Hunter)가 제시한 여섯 가지 원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은총, 둘째, 성도들의 여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전도, 셋째, 다양한
종류의 단위기관(찬양대, 선교회, 소그룹, 각종 집회 등)의 확대, 넷째, 교회의 사회적 봉사(미혼모,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다섯째, 토착적인 전도 방식(indigenous ministry), 끝으로, 미래에 대
한 계획수립이다.286
한편, 에디 깁스(Eddie Gibbs)는 보다 균형갖춘 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 첫째, 증인의 동력
화, 둘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준비, 셋째, 수용성의 분위기 조성, 넷째, 중생으로의 인도,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됨,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교회의 참여라고
설명했다.287 깁스는 원리가 능력을 대신할 수 없고 성령의 현존과 역사하심만이 교회성장을 가능하
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288 성경적 교회성장을 강조하는 게리 맥킨토시(Gary L. McIntosh)도 성령
의 전능하신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을 강조하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의존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능력임을 단언했다.289 성경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
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슥 4:6)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능력 없이는 교회성
장은 이룰 수 없다. 결국 교회성장의 원리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기도는 성령의

284) 저자가 말하는 ‘동화’란 방문자가 교회 주차장으로부터 들어올 때부터 시작하여 예배, 새신자반, 주일봉사 등 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85) Gene A. Gets and Joe L. Wall, 「효과적인 교회성장전략」, 184-94.
286) George G. Hunter,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50-1.
287) Eddie Gibbs, 「교회성장학 개론」, 이재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2003), 222-31.
288) Ibid., 222.
289) Gary L. McIntosh, 「성경적 교회성장」,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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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역사를 이루게 한다. 균형잡힌 교회성장의 원리 못지 않게 기도의 능
력을 붙들고 성령께서 교회의 성장을 도우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기도와 교회성장

1) 기도와 교회성장의 관계
진 게츠(Gene A. Getz)는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성장의 원리와 목적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된다고 했다.290 특히 기도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졌던
놀라운 체험에 관한 교훈과 실례(實例)’로 보았다.291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강림 사건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행 2:1-4, 42). 기도는
교회성장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명성훈은 현대교회의 어려움은 기도의 결핍에 원인이 있기에 교회성장을 위해 보다 질적, 양적 기
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92 그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며,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명명했다.293 곧 기도는 교회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저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교회성장에 있어서의 기
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균형감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조사연구 결과, 교회성장
이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라는 기도의 영적 관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
는 의무를 다하는 율법적인 기도시간이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영감있는 경험’이 되어 ‘열정적인 영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될 때 교회의 질적, 양

290) Gene A. Getz, 「현대교회 성장학」, 81.
291) Ibid., 83.
292) 명성훈, 「교회성장과 기도」 (서울: 서울서적, 1992), 8.
293) Ibi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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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에 깊은 관련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294 교회성장의 근간에는 기도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
다는 것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엡 1:22). 바울은 교회성장에 대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단언했다(고전 3:6). 교회성
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양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성장
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다(렘 33:2-3; 행 1:14; 엡 6:18). 교회성장의 근원적 요인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295 기도를 통해 교회는 온전케 되며, 교회의 존재
와 성장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행 2:42; 9:31). 기도는 교회성장의 기초
가 되는 것이다.296

2) 기도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상규는 18 세기 이후 교회부흥과 성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간절한 기도를 언급했다.297 교회
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불러온 시원(始原)이 된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교회성장
을 일으키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죄의 고백이다.298 통회와 자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
는 통로가 된다. 죄의 자복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형편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완전히 변
화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고 근면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299 이는 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회복케 하며 영적인 삶이 깊어져 온전한 교회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이룬다. 교회성장은 영적각성으로

29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26.
295) 이상규, 「다시 쓴 한국교회사」, 127.
296) Ron Jens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성장」 (서울: 순출판사, 1991), 38.
297) 이상규, 「다시 쓴 한국교회사」, 166.
298) Ibid., 83.
299) R, A. Torrey, 「기도와 영력」,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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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되는데, 이 같은 죄의 고백은 교회 내 회개운동으로 발전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부흥을
일으키게 된다.
기도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전도와 회심에 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
에서 120 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이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삼
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행 2:41). 건강한 교회성장에 있어서 전도와 회
심은 필연적이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전도와 구원의 역사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토레이(R. A. Torey)는 능력있는 기도는 영혼들을 중생케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고
했다.300 앞서 다루었던 “교회부흥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를 살펴봐도 교회가 기도할 때 전도와 회심
의 역사는 크고 놀라웠다.301 김연택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장을 가져온다고 했다.302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불신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와 회심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보기도는 교회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스트맨(Dick Eastman)은 중보기도를 ‘기도의
심장’이자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라고 했다.303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죄’ 등 ‘우리’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마 6:9-13), 기도의 참된 의미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
랑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지침을 명하는데 병든 자(약 5:15),
추수할 일꾼들(마 9:38), 전도의 문(골 4:2, 3), 지도자들(딤전 2:1, 2) 그리고 복음전도자(롬 10:14,
15)를 위해 기도하라 명령한다. 이 같은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온전히 성장케 한다.
3) 교회사역으로서의 기도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임의 형태는 기도모임이었다(행 1:14). 새로운 사도를 세

300) Ibid., 58.
301) 본 논문 41-8page를 참고하라. 요한 웨슬리가 이끌었던 영국의 부흥은 집회를 위해 기도했던 응답의 결실로 회심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 미국의 부흥 역시 에드워즈가 교회부흥을 위해 기도에 전념할 때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부흥을 통해 전도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회심의 역사 속에 괄목할만한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302)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256.
303) Dick Eastman,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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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앞서 몇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맛디아를 세운 것처럼(행 1:15-26),
교회가 특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다. 304 초대교회
일곱집사를 세우는 배경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행 6:3-4). 이것을 가리켜 ‘사도적 교회 안에서 최초로
단행된 개혁’이라고 일컫는데, 305 오늘날 교회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기
도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임을 발견할 수 있다.
알렉산더(Eric J. Alexander)는 기도는 ‘기독교의 근본사역’이라고 했다.306 사도들은 가장 큰 힘을 남
겨 두었다가 기도에 할애했으며, 성경은 항상 기도를 사역으로 간주했다. 307 즉 기도는 ‘교회의 임무’
가 된다. 308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적 사명을 다하지만 엄밀히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을 얻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기도가 교회사역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기도는 복음사역의 중요한 수단이며,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기도가 교회사역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
다. 309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심
을 믿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규명하는데(약 4:2),
기도는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다준다.
특별히 합심기도는 교회사역으로서의 기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
치실 때, 두 세 사람의 합심기도를 가르치셨다(마 18:19, 20).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
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강조하셨다(마 6:9). 오순절 날 임한 성

304) Warren W. Wiersbe,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가」, 편집부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37-8.
305) Eric J. Alexander, 「참된 기도」,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81.
306) Ibid., 84.
307) Ibid.
308) E. M. Bounds, 「기도는 강하다」, 12.
309)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Ⅵ」, 3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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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강림은 초대교회의 합심기도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행 1:14).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다(행 12:5). 그 외도 성경은 반복하여 합심기도를 강조하고 있다(살후 3:1; 골 4:3;
빌 1:19). 이는 ‘교회의 가장 강력하고 주요하며 결론적인 수단’은 합심기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310
합심기도는 교회의 특별한 사역이기에, 311 교회 내 이 같은 합심기도의 구조와 사역의 구조를 갖추는
것은 교회성장에 중요하다.

4. 기도와 교회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소결론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장의 핵심이자 능력의 원천이었다. 초대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
은 기도하는 신자들의 헌신에 있었다(행 2:42). 난관을 극복한 교회들과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들을
연구한 헤더웨이(C. Kirk Hadaway)는 “난관을 극복하는 교회들의 71%는, 40%를 차지하는 계속 제자
리 걸음하는 교회와 비교할 때, 과거 여러 해 동안 기도를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음”을 연구결과로 내
놓았다.312 기도가 교회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맥킨토시(Gary L. McIntosh)는 성경적 교회성장을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기도’하
며,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여 기도한다’라고 평가했다.313 기도가 교회의 중
심이 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교회의 성장을 도우심은 명백하다. 결국 역동적인 교회성장을 향한 첫
단계는 기도사역을 평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회성장과 기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시정하는 것이 시
급하다. 흔히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얻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
시는 것은 곧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며, 교회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조용기는

310) E. M. Bounds, 「기도의 본질」, 129.
311) Eric J. Alexander, 「참된 기도」, 153.
312) C. Kirk Hadaway, Church Growth Principles, 164, Thom R.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222에서 재인용.
313) Gary L. McIntosh, 「성경적 교회성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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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교회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모든 기도는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것은 살
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 되어 그가 만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에 주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사역은 곧 영혼구원의 결과를 가져온다. 기도의
초점은 전도와 선교이다. 그런 점에서 중보기도야말로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차원높은 기도이
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314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는 교회부흥을 일으키는 데에는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두번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315 진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수
단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된다. 기도는 진리와 함께 교회부흥을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강조한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는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렘 33:2)로 소개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취하
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다(렘 33:3).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다(요 5:17). 기
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교회성장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속에 종종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곤 한다. 초대
교회와 지나온 교회사에 의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참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쇠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
기도가 교회성장의 중요 요소가 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3 장에서 기도사역
을 통해 교회성장을 이룬 교회사례를 분석, 종합함으로 기도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을
밝힐 것이다.

314) 명성훈, 「교회성장의 영적차원」 (서울: 서울서적, 1993), 106.
315) Charles G. Finney, 「진정한 부흥」,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48.

제 3 장
기도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 사례 연구

「교회성장의 열 단계(Ten Steps for Church Growth)」의 공저 맥가브란(Donald McGavran)과 아안
(Winfield C. Arn)은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존중할 때 성장한다’라고 했다.316 제시한 성경적 원리 중,
교회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회들이 여러 해 동안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성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성장을 위해 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전역의 교회에서 기도
회 때마다 성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려 마침내 그러한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
인의 양심을 흔들어놓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
실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례없는 대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새벽기도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국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있다. 그
나라 전역에 지금 굉장한 영적 능력의 물결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헌신적인 기도 때문
이니 놀랍지 않은가? 사람들이 제자로 삼아지고 있고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
상할 것이 없다. 이와 똑같은 원리는 어느 교회에서나 통한다.317

한국교회는 교회성장 학자들에게 기도로 성장한 좋은 모델로 주목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한
국교회의 기도열기는 예전같지 않다. 명성훈은 많은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하고 실제로 기
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318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이
는 채널이기 때문에 신적 도움을 얻는 길은 기도 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319 기도는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성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장에서 연구자는 기도로 성장한 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사역의 중요성을 밝히고, 교회성장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
나임을 강조할 것이다.

316) Donald McGavran and Winfield C. Arn, 「교회성장의 열단계」, 오태용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34.
317) Ibid., 41-2.
318) 명성훈, 「교회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168.
3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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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세대계승과 새 도약을 이룬 사랑의교회

목회란 “평신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사랑의교회 설립자 옥한흠은 평신도
를 목회자의 파트너로 삼는 기조 아래 제자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삼았다.320 평신도가 건강해야 교회
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 ‘제자훈련’을 평신도를 건강하게
하는 목회로 확신했고, 마침내 그는 한국교회 내 제자훈련의 선구자가 되었다. 옥한흠은 65세 담임목
사직 조기 은퇴와 당시 47세의 젊은 오정현의 선임에 대하여 ‘혁명적 교체’라 평가했으며, 이후 오정
현의 부임과 더불어 시작된 특별새벽기도회는 ‘특새’라는 신조어를 낳을만큼 한국교회 내 신선한 파
장을 일으켰다.321 「목회와 신학」의 창간 20주년 설문조사에서 10년 후 한국교회의 대표할 교회와
목회자로 각각 사랑의교회, 오정현이 각각 1위를 차지할만큼 사랑의교회 세대계승과 후임자 오정현
의 사역의 결과는 당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322

1) 교회설립 배경 및 세대계승
사랑의교회는 평신도 훈련, 젊은이 선교, 북방(공산권) 선교라는 3대 비전을 가지고 1978년 7월
23일 창립되었다.323 목회철학을 ‘목회자 자신이 교회론에서 생긴 목회신념’이라고 정의한 옥한흠은
목회철학의 정립이 목회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324 옥한흠의 목회철학은
평신도 훈련에 기반하며, 현대사회의 부패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은
“교회의 주체요, 얼굴인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확신했다.325
전도사 시절 시무한 적이 있던 은평교회의 세 가정을 중심으로 설립한 강남은평교회(구 교회명)는

320) 명성훈, 「부흥뱅크」, 64.
321) 이호우, “오정현의 세대계승과 그 사역”, 2009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사연구소 학술심포지움, 97.
322) Ibid.
323)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53.
324)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1」, 156.
325) Ibid.,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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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목사들이 가르쳐 준 기존의 목회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확고한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제자훈련에 사활을 걸었고,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제자훈련 교회로 성장하였다.326 2003년 옥한
흠의 조기은퇴 선언과 함께 당시 남가주 사랑의교회 오정현이 2대 목사로 부임하여 사랑의교회는 더
욱 비약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고, 교회 재건축을 통해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으로 이전하게 되었
다.327 사랑의교회는 세대계승을 통하여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훈련’이 이제는 ‘살면서 실천하는 제
자훈련’으로 이어져 제자훈련 선교교회(Disciple Making Mission Church)를 표방하며 제2의 도약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328

2) 특별새벽기도회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옥한흠의 「제자훈련 열정 30년」 자서전에서, 그는 윽박지르듯 외쳐대는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기
도 스타일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기도관 때문인지 20여 년 동안 금식기도나 철야, 40일 특별새벽
기도 같은 강도높은 영성훈련을 하지 못했음을 회고했다.329 그러나 2대 담임목사 오정현이 부임하여
공동목회 시작 후 사랑의교회는 ‘40일 특별새벽기도회’(일명 ‘특새’)를 통해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하
게 되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대책’이라는 짤막한 구
호로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성도들의 기대와 열망에 호응하여 본당과 별관까지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면서 사랑의교회는 2003년 9월 8일부터 ‘40일 특별새벽부흥회’를 선포했다.330 부흥회 첫날부터
4,4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던 특새는 그 열기가 더해 가면서 하루 평균 5천명에서 8천명 이상이
모였고, 이른 새벽부터 강남 도심에 몰려드는 성도들의 희귀한 장면은 급기야는 공영방송 뉴스에 소
개될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새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영문도 모

326) Ibid., 147.
327) 사랑의교회, “사역계승” [온라인자료] https://www.sarang.org/info/inherit.asp. 2018년 8월 3일 접속.
328) 사랑의교회, “역사” [온라인자료] https://www.sarang.org/info/history.asp. 2018년 8월 3일 접속.
329)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294.
330) 사랑의교회 부설 디지털사역센터, “사랑의교회 사역계승 3년을 돌아보며” [온라인자료]
http://blog.daum.net/7gnak/15220635. 2018년 8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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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불신자들까지 덩달아 교회로 오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였다.331 이후 사랑의교회는 특새와 제자
훈련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해 급격한 성장에 이르게 되었다.332
오정현은 회고하기를 당시 사역의 절정기에 있는 옥한흠 목사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무거운 십자
가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으나 특별새벽기도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인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노라 고백하였다.333 이후 사랑의교회는 일년에 두 차
례, 봄특별새벽기도회와 가을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3) 기도사역 및 기도훈련 프로그램
(1) 평일 새벽기도회
사랑의교회 성도 분포도는 교회가 소재한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 일대와 일부 경기도 지역까
지 포함하고 있어 평일 새벽기도회의 경우 거리상 교회 근방에 있는 성도들이 주를 이룬다. 평일 새
벽기도회는 영적 선순환(善循環)을 경험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교회에서 발간
한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을 따라 당일 설교가 이루어진다.334 설교가 끝나면 “100대 기
도제목” 에 소개된 기도제목을 낭독하고, 더불어 각 요일별 특별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합심기도한
다.335 이후 자유롭게 개인기도시간을 갖는다.

(2)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중보기도사역의 중심기도회로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의 원동력을 보여준다.336 금요

331) 오정현, 「새벽사람 전성기」 (서울: 규장, 2004), 5.
332) 이호우, “오정현의 세대계승과 그 사역”, 2009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사연구소 학술심포지움, 98.
333) 오정현, 「새벽사람 전성기」, 4-8.
334) 사랑의교회, “새벽기도” [온라인자료] http://youngsung.sarang.org/. 2018년 8월 3일 접속.
335) 정확한 명칭은 ‘사랑의교회 영적 건축과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제목’이며 소책자로 전 교인들에게 배부되었다.
내용은 요일별 기도제목이 소개되어 있으며 주일(살아있는 예배), 월(제자훈련의 국제화), 화(복음적 평화통일), 수(글로벌
인재양성), 목(대사회적 섬김), 금(세계선교의 마무리), 토(마무리 기도)로 100가지 기도제목이 기도문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336) News우리, “일어나라! 기도의 거인들이여!” [온라인자료] http://news.sarang.org/sub/news_view.asp?db_idx=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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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의 특징은 충분한 찬양과 말씀, 그리고 충분히 드리는 기도에 있다. 찬양과 기도시간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시간뿐만 아니라 개인기도시간이 넉넉히 주어진다. 사랑의교회 기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정적인데 비해, 금요기도회는 부르짖는 야성있는 기도로 이루어지며 일부이긴
하나 방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만큼 기도의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면을 담고 있다.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민족과 나라의 위정자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와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열방과 세계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두고 성도들의 뜨거운 합심기도가 드려진
다.

(3) 토요비전새벽예배(일명 ‘토비새’)
토요비전새벽예배는 ‘믿음의 4대’가 함께 하는 새벽예배를 표방한다.337 선대와 후대가 영적 유무상
통의 시간을 갖는 의미있는 예배로 특화되고 있다. 당일 예배는 모든 중직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순
장, 교사, 대학청년부 리더, 봉사자 등) 그리고 예배 관계자들이 필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매주 기
관별 특송순서가 배정되어 있고,338 담임목사의 설교 후 교회의 현안과 기도제목을 두고 합심하는 기
도시간을 갖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생아 강단축복기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복음적 통화통
일을 위한 기도 등 특별기도순서로 진행하기도 한다.339 토비새의 특징은 강단기도회에 있는데, 모든
예배순서가 마치면 담임목사와 주일예배 담당자들(예배담당 목회자, 주일예배 대표기도자, 찬양목사,
찬양대 지휘자, 예배부 담당자, 교통부 담당자 등)이 강단에 모여 주일예배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
간을 가진다. 합심기도제목은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이며 주일예배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간절히 마음모아 기도한다. 강단기도회는 목회자와 예배관계자들 중심으로 그룹기도회를 가진다면,
본당 곳곳에서 기관별, 부서별, 다락방별, 교구별, 제자반별 등 그룹기도회가 자생적으로 드려져 기도

2018년 9월 29일 접속.
337) News우리,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4대가 함께 꿈꾸는 교회로” [온라인자료]
http://news.sarang.org/sub/news_view.asp?db_idx=93672. 2018년 9월 29일 접속.
338) Ibid.
3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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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기를 더한다.

(4) 특별새벽기도회(일명 ‘특새’)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이후, 사랑의교회는 매년 봄 특별새벽기도회와 가을 특별새벽부흥회를 이어
오고 있다. 이른 새벽 4시 30분에 드려지는 특새는 하루 평균 8천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과 부속실을
가득 메우며 연 인원 12만 명의 참석인원을 기록할 정도다.340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집회를 시청
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특새에 참여하는 하루 평균 인원은 1만 명이 넘으며, 사랑의교회 서초역 일대
는 특새 기간이면 새벽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다. 특새의 특징은 새벽 6시가 되면 학생들과 직장
인들이 빠져 나가고, 후집회 형식으로 예배가 지속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후
집회를 통해 강사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열기를 더해가는 이색적인 시간을 가진다. 특
새의 마지막 날은 잔칫상처럼 떡을 나누고 기념품을 전달하며, 가을 특별새벽부흥회의 마지막일은 담
임목사가 인도하는 ‘내 영혼의 풀 콘서트’라는 찬양집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찬양의 축제를 드린다.

(5) 중보기도학교
사랑의교회 중보기도학교는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안성수양관에서 드려지는 기도훈련이다.341 기
도의 이론과 실제, 기도체험의 장으로 활용된다. 사랑의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타교회 성도의 참여가
가능하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사랑의교회 중보기도실이 지속적으로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있으며, 이같은 중보기도사역이 한국교회에 확산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342 제
자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경우, 훈련 중 필참 코스로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며 한 학기 동안 중보기도
실에서 15시간(15주간 1시간씩 중보기도)을 이수해야 수료자격이 부여된다.

340) 김진영, “사랑의교회 특새” [온라인자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557. 2018년 9월 29일 접속.
341) 사랑의교회, “중보기도학교” [온라인자료] https://www.sarang.org/edu/school_prayer.asp. 2018년 8월 3일 접속.
342)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 “중보기도학교 실제” [온라인자료] http://prayer.sarang.org. 2018년 8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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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00 기도용사 / 700 기도선봉대(일명 ‘700 기선대’)
7000/700 기도용사는 특새 후속으로 진행되는 기도후원자 모집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7000 기도
용사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인을 근거해서 불여진 이름이며, 700 기
선대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던 300용사에서 비롯되었다.343 7000 기도용사는 주 2회, 700
기선대는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담임목사의 기도경호요원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열방과 나
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한다. 특새는 말 그대로 기도의 특별한 때를 의미한다면, 7000/700 기도
용사 모집을 통해 새벽기도의 일상화를 꾀한다.

(7) 주일예배 중보기도
사랑의교회 주일예배는 1-4부 예배로 드려진다.344 주일예배 중보기도는 주일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헌신자들의 기도모임이다. 1-4부 주일예배 실황시간에 맞춰 기도가 운영되며, 모임공간 정면에는 음
소거를 한 예배실황 장면을 송출하여 예배 순서순서를 위해 중보기도에 집중한다. 참석하는 중보기도
자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제목 용지가 배부되며, 예배가 드려지는 한 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 힘써 중보
기도에 임한다. 그 기도제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한 시간 예배시간에 맞는 중보기도시간이 소요된
다.

(8) 기타
교회적으로 개인중보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카
드를 받고 있다. 기도카드가 수거가 되면 중보기도부에서 기도중보자들을 통해 기도가 드려진다.345
또한 안성수양관, 제천기도동산을 통해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장소적 편의를 제공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교역자 금식수양회, 청계산 산기도, 새생명축제를

343) 사랑의교회, “700기도선봉대 취지와 배경” [온라인자료] http://youngsung.sarang.org. 2018년 8월 3일 접속.
344)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 “중보기도사역 조직과 철학” [온라인자료] http://prayer.sarang.org. 2018년
9월 30일 접속.
345) 사랑의교회, “중보기도사역 실제” [온라인자료] http://prayer.sarang.org. 2018년 9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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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보기도 등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 특별기도에 더욱 힘쓰고 있다.

4) 기도사역 평가
최근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경우 평
신도 70퍼센트와 목회자 75.4퍼센트가 ‘지식적인 훈련에 치우쳐 있다’라고 평가했다.346 반면 제자훈
련 경험자들이 제자훈련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순위를 차치한 결과는 평신도와 목회자 각각 36.1퍼
센트와 25.4퍼센트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347 이 같은 응답결과는 제자훈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정적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제자훈련은 ‘성경에 관한 지식훈련’이라는 인식이 주
를 이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처럼 ‘제자훈련’ 하면 ‘성경공부’와 결부시키는 경
우가 많고, 달리 표현하면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성경공부하는 교회’로 귀결될 수 있다.
옥한흠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기도가 약하다는 소리
였다”고 회고한다.348 그는 ‘성경공부’는 곧 ‘기도’이며 ‘제자훈련’은 ‘영성훈련’임을 피력하며, 사랑의
교회 평신도들은 누구보다 강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349 실제 사랑의교회 제자
훈련 과정은 매일 30분 이상의 기도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할 만큼 기도는 훈련에서 강조되는 필
수 훈련항목이기도 하다. 「제자삼는 교회」의 저자 론 킨케이드(Ron Kincaid)는 기도가 결여될 때
제자삼는 기회들이 간과되며, 제자삼기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드물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데
요구되는 영적인 능력이 부재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350 제자삼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야 하며,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
다.351 즉 ‘제자훈련’과 ‘기도’는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기도는 제자삼는 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346) 송인규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2016), 43.
347) Ibid., 29.
348)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292.
349) Ibid., 292-7.
350) Ron Kincaid, 「제자삼는 교회」,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73-7.
351) Ibi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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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기혁은 제자훈련은 언어로 하는 작업이 아닌 골방의 무릎 작업이기에 제자훈련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352 정연철은 자칫 인간의 말과 지혜를 통해 전달되는 제자훈련은 변화없
는 인간의 훈련적인 사역이 될 수 있기에, 제자훈련의 완성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53
오정현은 한국교회 내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제자훈련이 제사장적 책임이 아닌,
자칫 선지자적 비판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제자훈련이 초래한 비
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354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
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주장했다.355 사랑의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 후, 그는 40일 특
별새벽기도회로 교회의 기도체질을 바꾸고, 제천기도동산 건립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생활을 더욱 독
려했다. 이호우는 사랑의교회 특새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옥한흠의 제자훈련과 오정현의 기도열정의
만남이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했다.356 특새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전임자의 장점과 후
임자의 장점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만남의 결정체”로 평가했다.357
최근 사랑의교회는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고, 담임목사와 교회에 저항하
는 이탈교인의 무수한 법적소송과 공격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도모임 ‘미스바기도회’를
통해 연인원 5만 3천 789명이 참석하며 담임목사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358 이 같
은 기도모임을 통해 교회는 보호되었고, ‘제자훈련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도약이 가능했다. 이는 그동
안 기도로 축적되고 체질화된 교회가 위기 속에 기도의 본질을 추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
회의 회복과 사역은 기도가 근간이 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352) 이기혁, “제자훈련과 기도, 함께하지 않으면 메마른다”, 「disciple」, 2017년 3월, 9.
353) 정연철, “제자훈련과 성령사역의 통전을 향하여”, 「교회성장」, 2004년 1월, 88.
354) 오정현, “제자훈련의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다!”, 「disciple」, 2017년 3월, 88.
355) 오정현, “기도의 능력, 제자훈련 국제화 사역을 감당케 하다”, 「disciple」, 2018년 6월, 88.
356) 이호우, “오정현의 세대계승과 그 사역”, 「한국기독교사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09년 11월 27일, 102.
357) Ibid., 103.
358) 기독인뉴스, “교회회복 위한 사랑의교회 미스바기도회 100회 맞아” [온라인자료]
http://kidokin.kr/bbs/board.php?bo_table=e01&wr_id=244. 2018년 8월 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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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성장한 더사랑의교회

더사랑의교회 설립자 이인호는 사랑의교회 청년사역을 통해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로서 당시 옥한
흠의 지도 아래 영성훈련원을 만들어 중보기도사역, 금요심야기도회 그리고 수양관 영성사역 등을 이
끌었다. 영성사역을 통해 기도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목회현장 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
수지사랑의교회(구 교회명)를 개척하여 괄목할만한 교회성장을 보였다. 개척 초기, 제자훈련과 더불
어 새벽기도, 중보기도, 특별새벽부흥회, 금요기도회 등 기도사역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
었다. 더사랑의교회는 매일 계속되는 중보기도사역과 예배를 위한 예배중보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요심야기도회, 새벽기도 및 특별새벽부흥회 등 기도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이
루고 있다.

1) 교회설립 배경
더사랑의교회의 설립은 2003년 1월, 목요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359 창립준비예배를 드리고
이후 수요저녁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제자훈련생과 전도폭
발훈련생 모집과 더불어 다락방별 연쇄 금식기도를 4주간 진행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중보기도
팀을 모집했다. 2013년 5월에 창립예배를 드린 후, 6월에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360 그
외도 구국새벽기도회, 전교인 새벽축제, 수요심야찬양 기도회 등 교회설립한 그 한 해에 교회의 기도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기도에 힘입어 이인호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 남성이 많은 교
회, 젊은이가 많은 교회를 꿈꾸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의 목회철학을 고수했다.361
제자훈련과 기도사역에 매진하여 설립 10주년에 광교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침(Teaching), 치유(Healing), 전파(Evangelizing)의 의미를 담아 더(THE)사랑의교회로 교회명을

359) 더사랑의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html/introa/03-2003.asp. 2018년 8월 29일 접속.
360) Ibid.
361) 홍순석, “개척교회 현장대담/ 수지사랑의교회 이인호 목사”, 「목회와 신학」, 2004년 12월,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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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었다.362 수지에서 광교 신도시로 이전한 후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고, 지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
는 주목받는 교회로 평가받게 되었다.363

2) 중보기도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이인호는 더사랑의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기도실을 만들었다. 사랑의교회에서 영성사역을 했던 자원
을 토대로 매우 활성화된 중보기도사역을 이끌었다. 그는 회고하기를, 개척초기에는 확실한 기도의
멤버가 없었고 기도의 분위기가 매우 미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한다.364 그래서 팀을
조직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 매주 수요일에 모
여 중보기도 모임을 했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기도중심으로 변해가면서 현재의 중
보기도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 기도의 불을 붙였는데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기도의 분위기가 교회에 퍼져 나가면서 중보기도단 모집이
가능하게 되었다.365
중보기도단 운영을 살펴보면, 2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 교육받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기도실에 들어가 중보기도하는 특권을 부여한다. 중보기도 사역은 한 기수가 6개월을 이어가는데, 훈
련받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이 한 시간씩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중보기도회 임원들
과 교역자들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업그레이드된 기도제목을 기도실에 비치하고 시간표를 짜서 임명
된 기도자들이 참여한다. 1시간 중보기도의 경우, 5분은 자신을 위해, 10분은 긴급기도제목을, 10분은
일반 기도제목을, 10분은 교회와 기관, 교역자를 위해, 10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10분은 선교사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드리게 된다.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로 힘을 모으고 6개월이 지나면 한

362) 더사랑의교회, “THE PROJECT”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html/introa/08.asp. 2018년 8월 29일 접속.
363) 박민균, “그리스도 복음만이 근거이며 비전이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47. 2018년 9월 11일 접속.
364) 홍영기,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의 활성화”, 「교회성장」, 2004년 4월, 66.
3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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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66
이인호는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시 교회는 기도없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
하고, 교회 개척 두 달 후부터 중보기도단을 만들었다고 한다.367 중보기도사역의 가장 큰 결실은 성
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회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 교역자 혼자 감당
하지 못하는 기도의 분량을 평신도들이 채워주게 되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 사
역이 순탄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다.368 개척 초기,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
결되고 치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인호는 중보기도 사역의 유의점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하며 자
칫 목회자의 무리하고 성급한 시도가 중보기도 사역 자체를 폐기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할 것을 당
부했다.369 예를 들면, 중보기도 핵심 임원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기도로 후원해야 할 사람이므로 목회
자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경우 기도팀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장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담임목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중보기도 핵
심 임원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370 또한 목회자가 무리하다가 자칫 성도들이 지치게 되면 중보
기도 사역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당부했다.371 이후
중보기도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일임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밟는다면, 교역자
의 수고를 덜 수 있고 교회는 순조로운 기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372
이처럼 더사랑의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평신도들의 기도사역이 목회에 참여하
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강력한 중보기도를 힘입어 건강한 교회사역이 가능하였다. 개인의 열심있

366) 홍순석, “중보기도는 목회의 보물입니다”, 「목회와 신학」, 2004년 12월, 168.
367) 홍영기,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의 활성화”, 「교회성장」, 66.
368) Ibid.
369) 홍영기,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의 활성화”, 「교회성장」, 67.
370) Ibid.
371) Ibid.
37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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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마 18:20)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지역 내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훈련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중보기도 참여를 통해 교회
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3) 기도사역 프로그램
(1) 중보기도사역
사랑의교회 영성훈련원을 맡았던 이인호는 사랑의교회의 기본적인 중보기도사역 시스템을 더사랑
의교회에 그대로 접목했다. 중보기도학교는 일년에 봄, 가을 두 차례 매 학기마다 50명 선착순이
며,373 10주 전 모집광고가 나가면 평균적으로 5-6주 전에 신청마감이 된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
게 되면 회원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중보기도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부여를 의미한
다. 수료자들은 주중 중보기도실에서 운영되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시간별 중보기도에 참
여하며 매주 한 시간 이상씩 동참하게 된다.374 주중 중보기도단과 별도로 주일예배를 위한 153기도
단은 각 부 주일예배를 위해 장로 인도하에 25명의 중보기도자가 참여한다. 주일예배가 4부로 진행
되는 관계로 총 4명의 장로와 1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실시간 중보기도에 동참한
다. 그 외 담임목사의 외부집회시, 중보기도단 임원단 중심으로 실황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며 동일시
간 내내 담임목사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한다.

(2) 수요심야기도회
수요심야 기도회는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다.375 일
반교회의 수요저녁예배와 금요철야 기도회를 접목한 형태이기도 하다. 더사랑의교회는 공식적인 금요

373) 더사랑의교회, “중보기도 게시판”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EZ/board/view.asp?seq=27&page=1&BoardModule=Board&tbcode=edu08-21 9월 29일 접속.
374) 더사랑의교회, “중보기도”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EZ/board/view.asp?seq=35&page=1&BoardModule=Board&tbcode=edu08-2. 9월 29일 접속.
375) 더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html/introa/05.asp. 9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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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기도회가 없으며, 수요심야기도회를 통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총 2시간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한 시간은 찬양과 말씀으로, 나머지 한 시간은 개인과 공동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두고 집중기도한다.

(3) 특별새벽부흥회
특별새벽부흥회는 일년에 봄, 가을 두 차례로 2주간씩 진행된다. 특별새벽부흥회의 목적은 성도들
에게 ‘새벽기도의 습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기도를 훈련하기 위함이다.376 봄 특별새벽부흥회는 3대가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기도회로 가족단위 참석이 강조되며,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간증 중심의 풍
성한 은혜를 나눈다.377 가을 특별새벽부흥회는 이인호 담임목사가 2주간의 집회말씀을 일괄 전하며
성도들의 만족도는 외부강사 초빙보다 더 높을 정도다. 주일 출석성도의 절반가량이 참석할만큼 본당
을 가득 메우며 기도의 열기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

(4) 기타 부서별 기도회
더사랑의교회는 각 부서별 기도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토요일 오전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기도
하는 ‘토기장이 기도회’,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위한 ‘토요기도회’, 북한선교부의 ‘통일 기도회’, 위정
자와 정치,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 기도회’, 학부모 중심으로 매달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한마음
기도회’, 주일학교 여름 단기선교를 위해 사역자들과 학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단선중보기도회’ 등 다
양한 기도모임이 활발하다. 그 외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책자가 발간되어 수험생들을 위한 중
보기도에 동참하기도 한다.

376) 더사랑의교회, “THE PROJECT”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html/introa/08.asp. 9월 29일 접속.
377) 더사랑의교회, “뉴스레터 특별새벽부흥회” [온라인자료]

http://www.thesarang.kr/EZ/board/view.asp?seq=160&page=1&BoardModule=Board&tbcode=dawn06. 9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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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도사역 평가
더사랑의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새벽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이인호는 회고하기를, 교회를 개
척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의 심방과 제자훈련으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사역은 다름아닌 새벽기도였다
고 한다.378 그 체력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날은 부교역자에게 새벽기도를 맡겼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기도하고 비몽사몽할 때가 기도를 안 하고 맑은 정신일 때보다 훨씬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었다. 기도하면 비록 내 정신은 비몽사몽이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가
없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컨디션이어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일하니 일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확실히 고쳐먹었다. “그래 기도하자. 새벽기도는 내 운명이다!”라고 말이
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
잠하실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다. 기
도는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379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그는 개척 초기부터 새벽기도에 승부를 걸었다. 당시 목회자들이 신경쓰지않
았던 새벽기도에 매진했고, 그 결과 교회를 먼 곳으로 다니는 이웃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찾아와 교회
가득히 성도들이 모여들 정도였다고 한다.380
명성훈은 기도사역을 ‘기도목회’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소개한 기도목회로 성장한 교회와 목회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81 첫째, 기도목회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
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교회성장의 절대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기도목회는 하나님과
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 기도목회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목회의 멋으로
승화한다. 넷째, 기도목회는 인간의 성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교회성장에 관계없이 하나
님 앞에 오직 예수만을 추구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도목회는 성도를 기도하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더사랑의교회 설립자 이인호를 살펴보면, 명성훈이 분석한 기도목회의 특징을

378) 이인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22.
379) Ibid., 23-4.
380) Ibid., 22.
381) 명성훈, 「부흥뱅크」,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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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역자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인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대학시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심
하고 가난하고 열등의식 많은 조용한 학생이었다.382 신학교 시절에는 폐결핵과 불면증, 간과 위장 질
환, 요로결석 등 각종 질병들을 달고 살았다.383 이 같은 질병과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필사적으로 기
도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랬던 그가 질병이 치유되고 이제는 매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뿐 아니라 수많은 중보기도
의 동역자들이 나와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환경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길 힘을 주셔서 뜻한 바를 이루게 해주셨
다.”384
더사랑의교회는 개척초기부터 기도사역이 밑바탕이 되어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인호의 고백
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기도는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되었다.385 기도사역은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었으며, 교회성장의 핵심이 되었
다. 교회성장의 생명은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는 귀감되는 사례가 되었다.

3. 다니엘세이레를 통해 성장한 오륜교회

오륜교회는 1998년 교회성장연구소가 선정한 한국의 건강한 10대 교회 순위에 들어간 교회이
다.386 오륜교회는 1989년 3월 25일, 서울 길동 2층 상가에서 설립자 김은호 부부와 재수생 2명으로
시작했다. 출석성도 2백명이 되면서부터 예배 갱신을 시도했는데, 정해진 순서없이 찬양과 설교가 진
행되는 이른바 ‘열린 예배’를 시도했다. 이같은 예배형식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382) 이인호,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0.
383) 이인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17.
384) Ibid., 19.
385) Ibid., 24.
386) 편집부, “진리를 담는 그릇이 항상 새로운 오륜교회”, 「기독교사상」, 2001년 3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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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었으나 교회는 연단의 시기를 거쳐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1998년부터 매년 5백에서 2천명씩
새신자가 등록하기 시작했고, 새신자의 60%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일만큼 영혼결실의 부흥을
이루었다.387 오륜교회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답게 교회 건축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388 교회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부담없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만
들어 지역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외형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었으나 그 속에 들어가면 원색적인
복음이 자리잡고 있고, 교회의 복음적 사명이 두드러진다.

1) 교회설립 배경
1988년 가을, 김은호는 교회개척의 꿈을 품고 이듬해 1989년 3월 25일에 안디옥 교회(구 교회명)
를 개척했다.389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품고 교회는 설립되었다. 개척초기, 새벽기도와 성경공부에 주안점을 두
며 집중할 때 4년이 지났을 때 200여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교회가 꿈을 품고 전환점을 맞
이한 계기는 설립자 김은호가 미국에서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면서부터였다.390 김은호는 40일 금식
으로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갱신을 시작했는데, 이후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391 그 부흥
에 힘입어 1998년부터 다니엘 세이레 기도회를 시작하여 교회는 기도사역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이후 열린문화예배로 새로운 부흥을 주도하였고, 2003년부터 교회 내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
였다. 2004년 11월, 교회 완공을 통해 오륜비전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더욱 비상하게
되었다. 자체 기도회를 드리던 다니엘기도회를 전국 미자립 교회 및 참여희망 교회와 함께 하면서
2017년 11월 20차 다니엘기도회는 국내외 10,091개 교회가 동참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오

387) 김성원, “김은호 목사 씨 뿌린지 20년 성도 1만여명 성장 오륜교회”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31713. 2018년 9월 11일 접속.
388) 편집부, “문턱이 낮은 교회”, 「교회성장」, 2011년 12월, 123.
389) 오륜교회, “교회역사” [온라인자료] http://www.oryun.org/pages/history.php. 2018년 9월 13일 접속.
390) Ibid.
3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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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교회는 2020년까지 이룰 비전제시로(일명 비전 2020) 10만 예배자, 1만 사역자, 1천 선교사, 1백
분립개척교회와 10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목표를 품고 비전성취에 더욱 힘쓰고 있다. 또한
5대 목회비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표방하며 실천하고 있다.

2) 다니엘기도회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오륜교회의 성장 원동력은 전 교인이 21일 동안 마음과 뜻,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 ‘다니엘기도회’
와 매주 2천여 명이 참석하는 ‘금요기도회’에 있다.392 오륜교회 다니엘기도회의 시작은 1998년 12
월, 김은호의 21일 간의 기도원에서의 금식기도를 위해 성도들이 매일 저녁 9시에 교회에 모여 중보
기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비좁은 예배공간의 해결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같은 합
심기도를 통해 기적같은 응답을 받으면서 이후 매년 12월이면 21일 동안 다니엘세이레기도회를 열
게 되었다.393 교회건축도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극적인 은혜를 체험했다.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교
회건축의 비전과 약속을 받게 되었고, 기도회가 끝나기 하루 전날 부동산의 연락을 통해 경매된 땅
490평을 소개받았다. 당시 매입할 재원은 물론 계약금 조차 없던 상황 속에 타교회 교인의 헌금으로
계약금 지불이 가능했고 순적한 은행대출, 그리고 땅 매입 과정의 극적인 해결을 통해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건축이 완성되었다.
18차 다니엘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오륜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도응답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
누고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기도회를 확장해 실시하였고,394 2017년 11월 20차 다니엘기도회는 국
내외 10,091개 교회가 동참하게 되었다. 김은호는 다니엘기도회의 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17년간 우리 교회에 많은 회복과 감동의 스토리를 안겨주었던 다니엘세이레기도회가 앞
으로는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무엇
392) 김성원, “김은호 목사 씨 뿌린지 20년 성도 1만여명 성장 오륜교회” [온라인자료] http:// http:/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31713. 2018년 9월 11일 접속.
393) 최재분, “영성목회, 문화목회로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오륜교회의 목회혁신 현장을 찾는다”, 「신앙세계」, 2015년 10월,
12.
394) Ibid.,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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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니엘기도회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
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부
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다니엘기도회의 꿈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
배당을 센터로 사용하지만 언젠가는 호주 힐송 컨퍼런스처럼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을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
포라들과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 속에 들어와서 충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꿈
꾸고, 그런 비전으로 다니엘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395

김은호는 다니엘기도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온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
는 것이며,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 기도문을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크나
큰 축복이라고 고백했다.396 개척교회 당시 새벽기도로 성장했던 명성교회의 김삼환 역시 교회성장의
원동력은 기도이며, 기도는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고 했다.397 이처럼 오륜교
회의 다니엘기도회는 교회 내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교회성장의 구심적 역할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3) 기도사역 프로그램
(1) 다니엘기도회
엄밀히 말하자면, 다니엘기도회 준비기간은 1년이 된다. 다니엘기도회는 미자립 교회에 대형모니
터와 실황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무료 제공하여 매년 12월에 3주간 기도회를 진행
한다. 다니엘기도회를 위해 한 달 전 3주간의 별도의 중보기도시간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한
국교회 부흥은 영성회복이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니엘기도회 네트워크
(Dan-net)이다.398 참여한 교회들의 기도제목을 영상으로 띄워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16

395) Ibid., 15.
396) Ibid., 14.
397) 김삼환, “명성교회 새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교회성장」, 2006년 8월, 15-8.
398) 최재분, “영성목회, 문화목회로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오륜교회의 목회혁신 현장을 찾는다”, 「신앙세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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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나누어 책자로도 발간된다.399 또한 매일 기도회 시작 30분 전에 교역자들이 강단에 올라가 지
역별 기도회를 인도한다. 21일 간의 다니엘기도회는 오륜교회가 메인이지만 공간을 초월해 같은 시
간대에 말씀을 듣는 참여교회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합심한다. 오륜교회는 다니엘기도회
를 통해 한국교회 기도센터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의 기도부흥을 선도하고자 이같은 기도섬김을
나누고 있다. 참석인원은 본당과 부속실을 가득 채워 평균 5천명 내외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21
일간 다양한 강사들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전하며, 담임목사 김은호는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여 기
도의 열기를 더한다. 매년 다니엘기도회 기간 중 기도응답과 간증이 많은데, 분기별 제작되는 그레이
스 저널을 활용하여 이 같은 간증수기를 싣고 교회 내 풍성한 은혜를 나눈다. 다니엘기도회 동안 모
인 헌금은(일명 ‘사랑의 헌금’) 기도회가 진행되는 21일 동안 시리아 난민들, 수술이 시급한 선교사,
미자립교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400

(2) 금요기도회
오륜교회의 평일 금요기도회는 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교회 성도들이 참여할만큼 지역교회
내 소문나 있다.401 금요기도회의 특징은 충분한 찬양과 충분한 말씀시간이다. 김은호는 50분 설교말
씀과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는데, 기도회 분위기는 열정적이고 뜨겁다.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집
중한다.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사전신청을 통해 담임목사와의 상담 및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을 위한
특별기도순서가 있다.402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을 상담하고, 안수기도를 통해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
에 목양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한다.

399) Ibid.
400) Ibid.
401) 기독신문, “기획/한국교회 미래를 말한다(1) 목회분야-김은호 목사”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11. 2018년 9월 29일 접속.
40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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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벽기도회 및 오전 9시 기도회
오륜교회 평일 기도회는 새벽 5시와 6시 새벽기도회와 오전 9시 기도회이다.403 새벽기도회와 오전
9시 기도회는 시간상 분류일 뿐 그 형식은 같다. 거리상 새벽에 참여가 힘들거나 시간적 부담을 지
닌 이들을 위해 오전 9시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 기도회의 경우,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참여
하는 주부들이 많으며,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여 성도들의 기도참여를 적극적
으로 독려하고 있다.

(4) 중보기도회
오륜교회 중보기도회는 기본적으로 릴레이 기도실을 통해 운영된다. 연초에 일년 동안 일만 시간,
일만 번 기도를 작정하는 ‘일만 기도작정 캠페인’이 진행되며, 이 같은 기도헌신 작정을 통해 교회는
기도운동을 독려한다.404 또한 매년 상반기, 하반기 8주간의 중보기도학교 개설을 통해 집중적인 기
도강의 및 기도훈련을 시키고 있다. 평소 담임목사의 기도사역 강조로 인해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도모임과 기도훈련에 열려져 있으며 그 열기 또한 뜨겁다. 그 외 부서별로 예배와 부서사역을 위한
기도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4) 기도사역 평가
김은호는 개척 당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면서 부교역자로 시무했던 교회 성도들을 모
으거나 노회 지원금을 받는 일을 일절 거절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새벽기도에 집
중했는데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이 지역 내 소문이 나면서 교회성장을 이루었고, 예배갱신의 전환점
을 통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405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더 이상의 부흥과 성장이 없다

403) 오륜교회, “예배시간/장소” [온라인자료] http://www.oryun.org/pages/index.php?nav_id=96&id=43. 2018년 9월29일
접속.
404) 오륜교회, “일만시간 기도운동” [온라인자료] http://www.oryun.org/cafe/index.php?category=2055. 2018년 9월29일
접속.
405) 편집부, “대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교회성장」, 2009년 3월,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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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할 때,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의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그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경험하
노라고 힘있게 고백했다.406 사실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이다. 그 계승을 3주간의
다니엘기도회라는 획기적 전환을 통해 자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도 네트워크로 접목함
은 매우 괄목할만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비결로 기도를
들고 있으며, 기도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비결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기도에 있다. 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는 철야기도를 해왔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일 정도로 사람들은
몰려온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는 미국과 일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기도요청의 편지가 뉴욕과 동경의 사무실
로 쇄도하고 있다. 기도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중단
시키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
를 그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다.407

조용기는 기도를 “차의 가속 페발에 발을 올리는 것”으로 비유하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야 살아있고 활동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408 오륜교회도 금요기도회와 다니엘기도회로 교회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이다. 특별히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연합하
여 기도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김은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감동, 감화, 변화가 있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성
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409 기도의 무릎이 중단되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가게 될 것임을 오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406) 최재분, “영성목회, 문화목회로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오륜교회의 목회혁신 현장을 찾는다”, 「신앙세계」, 21.
407) Ibid., 61.
408) 교회성장연구소 편, 「세계가 주목한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471.
409) 편집부, “대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교회성장」,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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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거듭 확신하게 된다.

4. 기도사역을 통해 성장한 부산 수영로교회

부산은 경남의 불교세력이 운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찰들이 즐비한
곳이다.410 수영로교회가 설립된 당시에는 부산 내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내분에 있었고, 부산은 한국
대도시 가운데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으로서 대형교회가 생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때였다.411 그러나 수영로교회 설립자 정필도는 서울 목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척박한 부산땅에 개척하여 명실공히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주목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
켰다.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수영로교회는 부산
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복음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히고 있다.

1) 교회설립 배경 및 세대계승
수영로교회는 부산 초량교회를 시무하던 정해찬 장로가 사업응답의 서원기도를 갚기 위해 정필도
에게 개척을 제안하고 5백명 수용이 가능한 2층 예배당을 헌당하여 시작하였다.412 당시 공군 군목
제대를 앞두고 있던 정필도는 서울에서 목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다섯 군데에서 청빙제의
가 있어 기도 중이었다.413 누구든지 먼저 찾아오는 곳으로 가겠다고 기도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부산
에서 개척교회를 위해 정해찬 장로가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기도시간을 가지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으로 인해 개척을 수락했다.414 정해찬 장로는 물질적 지원과 기도지원의 약속만 남겨둔
채 본교회로 돌아가 섬겼고, 이후 모든 것을 일임받은 정필도는 1975년 6월 1일 설립예배를 드리며

410)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1」, 206.
411)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8.
412)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2」, 201.
413)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125.
414) Ibid.,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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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개척교회를 시작했다.415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는데 1986년 ‘2만 명 총동원’을 목표로 전도
운동을 벌여 20,650명이 참여하여 결신자가 3,068명이 되었으며, 1991년에는 ‘익투스 전도운동’을
통해 부산 올림픽 공원에 30만명이 모이는 전도결실을 맺었다.416 이후 지금의 해운대에서 새예배당
건립이후,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거듭해 한국 굴지의 교회가 되었다.
2011년 10월에 정필도의 은퇴를 이어 호주 시드니새순교회 설립자 이규현이 2대 담임목사가 되
었다. 5년 간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이규현은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3천
명에 이르는 대형 이민교회를 이루었고,417 수영로교회의 청빙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대 담임목사로
추대되었다.418

2) 기도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수영로교회는 정필도의 청빙과정부터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기까지 매순간 기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다. 정필도의 고백에 의하면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한 후 그는 기도만 했다.419 하나님이 시
작한 사역이므로 성령께서 다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이 건축될 시 정필도는 밤새 철야기도를
드리며 기도로 무장했고 이후 교회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동
으로 옮기는 일이 없었고 반대 소리도 곧 사라져 순탄한 시작이 가능했다.420
설립자 정필도의 목회철학은 기도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성경공부를 지속하는 일이었다.421 기도운
동을 위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새벽기도 등 기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만 명 총동원, 30만 명 규모의 익투스 전도는 수영로교회의 대표적인 전도운동이었다. 그 외도 다양

415)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2」, 201.
416) Ibid., 204.
417) 김보경, “권두대담 이규현 목사”, 「목회와 신학」, 2013년 4월, 20.
418) 수영로교회, “연혁”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history.jsp. 2018년 9월 17일 접속.
419)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129.
420) Ibid., 128-30.
421) 편집자, “평범한 목회철학에서 비범한 목회역사를 창조한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신앙세계」, 2010년 6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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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경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중심의 사역을 이루었다.
특별히 교회는 기도사역에 집중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로 풀어가는 교회가 되었
다.422 해운대에서 예배당 건축 당시 교회는 대대적인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 합
심기도회, 특별 기도회 등 수천 명이 참석하는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필도는 다
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때 그렇게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무엇보다 믿음
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큰 성전을 지을 생각에 마냥 들떠 이대로 성전 짓는 일에
만 몰두하다가는 도중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다.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건축하다가 분
란이 생겨 풍비박산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못했
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려면 믿음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일은 크게 벌려 놓고 믿음을 확장하
지 못하면 결국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얼마나 빨
리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느냐에 신경을 쓰느라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관심조차 두
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이다. 믿음의 분량이 차야 기도응답이 이루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이
다.423

믿음으로 무장될 때 교회는 시험없이 기쁨으로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대대적인 기
도운동을 벌여 건축과정 속에 수많은 기도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작정헌금 없이 시작한 건축은
건축문제로 시험드는 이가 없었고 건축과정에 생기는 착오도 없이 물질도 충분히 채워지고, 사람과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424 이후 15층 선교센터와 본관의 2배 규모가 되는 교육
센터도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통해 작정헌금 없이 흑자로 완공되는 은혜가 이어졌다.
수영로교회는 항시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릴레이 기도실 운영과 매일 4차례의 기도회(새벽 1, 2,
3부 기도회, 저녁 9시 기도회)를 통해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기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다. 주일
공적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합심기도로 시작하여 합심기도로 끝을 맺을만큼 교회는
기도의 체질화가 되었다. 이 같은 기도운동은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부산 땅에 회개운동과 대부흥이

422)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2」, 222
423)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163.
4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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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도록 부산 성시화 운동에 힘쓰고 있다.425 또한 교회적으로 50만 명 부산 영혼 감당과 1만 명
사랑방, 1만 명 리더, 5천 명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며 더 큰 부흥을 꿈꾸고 있다.426 최현서는
기도를 교회부흥과 성장, 성숙의 운동력으로 평가했다.427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며, 진정으로 뛰어난 교회들은 모두 기도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이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값진 자원 중 하나이자 사역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다. 기도가 체질화된 수
영로교회의 성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

3) 기도사역 프로그램
수영로교회 기도사역은 조직과 내용 면에서 매우 체계적이다. 기도사역의 전반적인 조종을 맡고 있
는 기도조정실이 있으며, 원활한 사역진행을 위해 기도사역 지원팀이 운영된다.428 기도조정실은 정
(政)과 부(副)로 교역자가 배치되어 있어 전반적인 기도사역을 책임진다. 기도사역 지원팀의 경우, 기
도조정실의 통제 아래 평신도 구성의 조정실장, 남총무, 여총무, 회계로 조직되어 기도사역에 관련한
행정을 책임진다. 매달 큐티집 발간(‘은혜의 샘’)과 분기별 전 부서의 기도제목 취합 및 배부(‘기도무
릎’ 책자), 24시간 릴레이기도 운영 등을 지원한다.429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특별새벽기도회
매년 연말과 새해 초에 연속적으로 4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진다.430 한 해의 마지막 2주간을 말

425) 신상목, “수영로교회 대부흥 원년, 기도로 일군다”, 「빛과 소금」, 2010년 3월, 62.
426) Ibid.
427) 최현서, 「현대 교회성장의 이해」, 223.
428) 수영로교회, “기도사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1.jsp. 2018년 9월29일
접속.
429) Ibid.
430) 기독신문, “목회를 돕는 기관 탐방- 수영로교회 기도국 ‘기도사역컨퍼런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80. 2018년 9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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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과 기도로 반추하고, 새해 2주간 역시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며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
는 특별기도시간을 가진다. 5천석 규모의 본당과 각 부속실을 가득 메울만큼 성도들은 4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다. 4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은 이규현 담임목사가 말씀
을 나누며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깊은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
게 된다. 특별새벽기도회 때 기도응답을 받는 일이 많아 일년 중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
의 참여도는 매우 높으며, 인근 지역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만큼 뜨거운 집회로 각광받고 있다.

(2) 금요철야 기도회
수영로교회 금요철야 기도회는 기도의 야성을 깨우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다. 개척 당시, 설립자
정필도는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이 시간을 기도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금요철야 기
도회는 5천석 규모의 본당을 가득 채울만큼 성도들의 참여도는 높다.431 금요철야 기도회는 이규현
목사의 부임 이후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32 충분한 찬양과 기도, 말씀의 3가지 요소가 집중된
시간이기도 하다. 열정적인 찬양과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통해 신앙의 야성을 깨운다. 담임목사의 1시
간 설교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가 든든히 세워져가야 함을 강조한다. 개인기도 시간까지 포함하면
통상 자정을 넘겨야 금요철야가 끝난다. 매달 마지막째주는 ‘올나잇 금요철야기도회’로, 금요일 밤 8
시 30분 준비기도회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쉼없는 기도의 바톤을 이어간다.433
자정부터는 한 시간 간격으로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한다. 철야하는 동안체력적으로 집중력이 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사이사이에 성도들이 기도제목에 집중할 수 있는 영상광고 및 부서소개
등의 특별순서를 마련해 기도의 집중력을 더욱 높인다. 종종 청소년과 어린 아이도 기도회가 마칠 때
까지 참여하는데, 개인적인 기도응답의 사례가 많아지면서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

431) 크리스천투데이, “부산 수영로교회 ‘2016 기도사역 컨퍼런스’ 개최” [온라인자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4180. 2018년 9월 29일 접속.
432) Ibid.
433) 기독신문, “목회를 돕는 기관 탐방- 수영로교회 기도국 ‘기도사역컨퍼런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80. 2018년 9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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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도의 사모함과 참여도가 높다.434

(3) 월요산상기도
매주 월요일마다 낮 11시와 밤 9시에 양산에 소재한 감림산 기도원에서 산상기도가 드려진다.435
교회에서 기도원까지의 이동시간은 1시간가량 소요되며 이동수단은 교회버스로 오간다. 수영로교회
산상기도의 시초는 정필도 담임목사의 1년 안식년의 미국 유학시절,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
되었다. 당시 담임목사가 본교회를 떠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교
회 내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뜻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담임목사와 교회를 위해 산상기도를 시작
하면서 자생적인 기도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436 이후 산상기도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면서 1년 간의 담임목사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어 오히려 출석성도가 늘게 되었고, 당회에서는 교회건축 부지까지 매입하여 담임목사의 귀국을 준
비했다.437 안식년을 끝내고 담임목사의 복귀 뒤에도 교회는 산상기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적 기도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매 학기마다 교구별로 산상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438

(4) 새벽기도 및 기도의 십일조
수영로교회 새벽기도는 새벽 4시 30분, 5시 15분, 6시로 총 3차례가 있다.439 새벽 1, 2부 새벽기도
회는 부속실에서 열리지만 새벽 3부 기도회는 본당에서 모이며 참여인원은 수천 명에 이른다. 평일

434) Ibid.
435) 수영로교회, “기도사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1.jsp. 2018년 9월29일
접속.
436) 안재은 편, 「교회성장 모델연구 2」, 203.
437) Ibid.
438) 기독신문, “목회를 돕는 기관 탐방- 수영로교회 기도국 ‘기도사역컨퍼런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80. 2018년 9월 29일 접속.
439) 수영로교회, “예배안내”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guide/worship.jsp. 2018년 9월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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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새벽기도 참여도도 높지만, 매달 첫째주 월, 화, 수요일 3일간 드려지는 기도의 십일조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다. 최근에는 기도의 십일조를 각 교구별 교역자들이 교구식구들을 모아 함
께 새벽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들의 참여도는 더 적극적이 되었고, 교구 내 구체화된 기
도제목을 공유하며 합심기도하면서 특색있는 기도집회가 되었다.440

(5) 밤 9시 기도회
수영로교회의 특색있는 기도회 중 하나는 매일 밤 9시에 드려지는 밤 9시 기도회이다.441 이 시간
은 새벽기도가 힘든 직장인들을 배려하여 개설한 기도회인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 등 매니
아층이 형성될만큼 많은 성도들이 즐겨찾는 기도시간이기도 하다.442 교회 주변에 아파트촌이 밀집되
어 있기에 거리상 도보로 찾아올 수 있는 성도들의 참여도가 높으며, 그 참석인원도 수백 명에 이른
다. 기도의 열정을 지닌 이들은 하루에 새벽기도와 밤 9시 기도를 모두 참석할만큼 참여도와 그 열
기는 높다.

(6) 선교기도회
수영로교회는 각 교구마다 파송선교사와 네트워크가 되어 기도제목이 공유되고 있고, 기도후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선교후원도 병행한다.443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교구에서 후원하는 파송선교사의 선
교지로 단기선교팀이 결성되어 방문하며 선교지의 여름사역을 돕는다.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교구
선교기도회가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파송선교사의 기도편지 및 선교사역 현황을 소개받고 구체적인
중보기도와 선교헌금에 동참한다.444 종종 국내에 방문한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사역보고와 은혜로운

440) 수영로교회, “교회 집회 안내”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column/assembly.jsp. 2018년
9월29일 접속.
441) Ibid.
442) 기독신문, “목회를 돕는 기관 탐방- 수영로교회 기도국 ‘기도사역컨퍼런스’” [온라인자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80. 2018년 9월 29일 접속.
443) 백동현, “수영로교회의 선교중보기도팀, 한정훈 목사”, 「교회성장」, 2004년 4월, 88.
444) Ibi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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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445 조직 면에서, 교구 내 평신도 선교부장과 회계
가 있어 행정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교구교역자의 지도 및 기도인도를 통해 선교기도회가 원활하다.

(7) 합심중보기도학교
합심중보기도학교는 일종의 기도양육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두 차례 봄학기(3월 초)와 가을학기(9
월 초)에 12주간의 집중강의로 진행된다.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세례교인이 지원가능하다.446 기도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수료가 되며, 이후 교회의 핵심적인 기도중보자로 주중
3시간 중보기도로 헌신하게 된다.447 수료자들은 24시간 기도 릴레이뿐만 아니라 교회 내 다양한 중
보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8) 기타
그 외에도 수영로교회에는 다양한 기도모임이 있다. 기도의 어머니 역할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권사 기도회’, 교회의 안녕과 부흥, 각 부서 사역을 위한 ‘여리고 특공대’, 주일예배순서를 모니터로
보면서 순서에 따라 중보기도하는 ‘주일예배 중보기도’, 주일예배 및 집회를 위한 기도 후 교회 화장
실 청소를 도맡는 ‘주일 기도청소팀’, 금요철야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금요철야 중보기도팀’, 질병
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라파기도단’,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레위기도단’,’ 국내외
선교사역과 선교사를 위한 ‘미션 기도단’ 등이 있다.448 이 같은 다양한 기도모임을 통해 성도들은 관
심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기도중보뿐만 아니라 응답을 체험하고 있다.

445) Ibid.
446) 수영로교회, “양육훈련영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2.jsp. 2018년
9월29일 접속.
447) Ibid.
448) 수영로교회, “기도사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1.jsp. 2018년 9월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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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도사역 평가
정필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하
루 세 번씩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며,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을 생활습관으로 삼았다.449 목회자
로 살아갈 때는 하루에 세 시간 이상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다.450 그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엎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듣지 못해요. 언제나 눈물로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목회와 마찬가지로 설교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부족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451 한국교회 설교자를 연구하는 문성모는 그의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40 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 정필도 목사는 누가 어떻게 분석
을 해도 명설교가의 반열에 결코 들 수 없는 보통의 설교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설교는 느
린 언어 탓에 생기가 없다. 그의 설교는 강약이나 고저가 없이 너무나 무미건조한 톤으로 일관
하기에 졸리기까지 하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유머감각도 없는 설교자이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서 교인들이 파안대소해 본 일이 있을까? 간혹 재미있는 소재의 예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의
표현방식이 영 유머와는 거리가 멀기에 설교에 재미를 더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의 설교 내용이
란 복음 밖에는 모르고 성경 밖에는 모르는 탓에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의 설교는 종종
너무 여러 예화가 장황하게 나열되면서 주제를 산만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의 설교에는 분석할
만한 논리적인 것이 별로 없다.452

이 같은 설교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영로교회가 매년 수천 명씩 부흥하고, 교인들은 정필도 목
사를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하고 감동받는 이유에 대해, 문성모는 설교자로서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의 기도생활에 그 비밀이 있다고 평가했다.453 명성훈은 정필도의 목회철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목회, 은혜 받은대로 전하는

449)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42.
450) 편집자, “평범한 목회철학에서 비범한 목회역사를 창조한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신앙세계」, 9.
451) Ibid., 10.
452) 문성모, “행복한 설교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가 부흥할 것이요”, 「월간 목회」, 2010년 4월, 87.
453) Ibid.,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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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성도를 철저하게 키우는 목회, 자기관리에 모든 것을 거는 목회로 평가했다.454 정필도는 하나
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기도시간을 통해 가능함을 거듭 강조했
다.455 그는 목회현장 속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해명하기보다는 잠잠히 기다리며 쉼 없는 기도와 성
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456 또한 수영로교회가 엄청
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쉼없는 기도와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할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이렇게 사십 몇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지 학교
선생님 하듯이 목회하면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아주 친밀한 관
계를 갖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대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
다.”457
그가 평생을 기도에 전력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동행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일종의 신앙고
백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수영로교회는 매 예배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며, 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기도사역 체인이 쉴틈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는 쉼
없는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일념 속에 수영로교회는 기도사역에 매진하고 있고, 부산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사역에 더욱 힘쓰고 있다.

5. 사례 연구에 대한 소결론

이사야 56 장 7 절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사건 때 인용하신 말
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셨다(막 11:17). 스펄전(C. H.

454) 명성훈, 「부흥뱅크」, 98-104.
455)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118.
456) Ibid., 119.
457) 홍영기, “부산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수영로교회”, 「교회성장」, 2010년 1월,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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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rgeon)은 기도는 ‘교회의 엔진’이 되는데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를 통해 이 엔진
을 힘차게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458 또한 기도모임을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기회로 보았다.459 바운
즈(E. M. Bounds)는 기도는 교회의 임무이며, 성도들이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로 보았다.460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널리 퍼지며, 그의 지상왕국도 늘 승리한다.
반면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온갖 종류의 악이 세차게 일어나
번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들이 하나
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과로 타락과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기도를 적게 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것을 생략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사탄은 단순히 우리를 바쁘게 일하도록 만들어서 기도할
틈을 갖지 못하게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461

기도는 교회가 지닌 임무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랑의교
회, 더사랑의교회, 오륜교회, 그리고 부산 수영로교회의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기도사역이 교회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흔히 ‘제자훈련 교회’하면 성경에 관한 지식훈련을 하는 교회로 생각하지만 사랑의교회의 기도사역은
이같은 편견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했다. 중보기도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제자훈련과 기도훈련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였고, 다양한 기도사역 및 기도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감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교회건축 과정 속에 이탈교인들의 무수한 공격 속에, 교회는
오직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보호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가능했다. 더사랑의교회도 제자훈련하는 교회
이나 설립자 이인호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사역에 집중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세워갔다. 그는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 시절 영성훈련원 사역을 통해 목회현장 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
기로 교회설립 시 중보기도사역을 강조하여 중보기도단 운영을 통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 오륜교

458) Charles H. Spurgeon, 「기도회로 교회를 살려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108.
459) Ibid., 18.
460) E. M. Bounds, 「기도는 강하다」, 12.
461) E. M. Bounds, 「기도의 무장」, 한준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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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역시 개척 초기에 새벽기도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으며, 예배갱신과 더불어 다니엘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통해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다. 특별히 다니엘기도회는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교회성
장의 구심적 역할이 되었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이루게 하였다. 개교회의 기도부흥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기도 네트워크를 이루어 국내외 만여 개 교회가 다니엘기도회에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수영로교회의 특징은 대대적인 기도운동에 있다. 설립자 정필도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운동에 집중했고, 그 결과 다양한 기도사역을 교회 내 접목하여 교회의 부흥
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사례로 언급된 교회들은 남다른 기도의 열정과 집중을 통해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결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교회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 교회마다 기도의 특색이 있는
데 사랑의교회는 특새, 더사랑의교회는 중보기도학교, 오륜교회는 다니엘기도회, 수영로교회는 금요
철야로 특성화된 기도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별히 부산 수영로교회는 복음의 불모지 부산 땅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며 기경한 교회이다. 지난
40 여년 간 한결 같은 기도사역으로 부산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했다. 설립자 정필도는 지나온
목회의 길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큰 난관에 부딪혔던 일, 답답했던 일, 절망적이던 일들이 기도
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으로 모두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길이 없음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해결되고, 위로해 주시면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 가정문제, 교회문
제, 목회문제 등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워 믿기지 않겠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씨름하
듯 간절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 제 목숨을 불러 가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옵
소서”하고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문제와 씨름하여 끝장을 내야 한다. 목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
움을 피하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주님께 아뢰어 해결받는 것 외에 없기 때문이다.462

그는 목회의 길은 기도의 길이며, 교회부흥은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기적이기에 교회는 더욱

462)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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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463 성경은 천사들이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향을 ‘성도의 기도들’로
비유하고 있다(계 5:8; 8:3). 이처럼 교회는 쉼없는 기도를 통해 하늘보좌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
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463) Ibid., 64.

제 4 장
기도사역을 위한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기도와 신앙성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본 설문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인 기도사역의 운영방안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마련
하는 것이 이 설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참가자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37명이다. 참가자들은 부산 수영로교회 사랑방(소그룹 모임)에 참
석하는 남녀 평신도들이 설문대상이 되었다. 연령은 2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교회 내 다양한 기도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3) 설문 절차와 방법
본 연구자는 설문에 앞서 미국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 검증된 설문을 사용하였다.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Kakao Talk)464을 통해 설문
동의서를 참가자에게 보내어 참여의사를 확인했다. 직접만남에서도 인쇄된 설문지와 함께 설문 동의
서를(Consent Form)를 첨부했으며, 설문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절차를 설명하고 무기명
조사에 응하게 하였다. 설문 방법은 인쇄된 설문지에 볼펜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
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464) 카카오사가 만든 스마트폰용 그룹채팅 프로그램으로, 모바일과 컴퓨터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서, 사진,
동영상, 연락처, URL 링크 같은 멀티미디어도 첨부할 수 있으며,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NS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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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 구성과 내용
본 설문은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총 5개의 단락으로 분류하
였으며, 질문형식은 1가지뿐만 아니라 다중 응답이 가능한 객관식으로 구성되었다. 해당사항이 없을
시 기타란을 두어 주관식으로 기입 가능하게 했다. 본 설문의 주제는 ‘기도사역을 위한 설문’이며, 설
문 내용은 개인적인 질문(1-3번), 부산 수영로교회를 등록한 이유에 대한 질문(4-5번), 신앙성장의
장애요인과 신앙성장에 관한 질문(6-9번), 교회 내 기도모임 참여 현황에 관한 질문(10-16번), 기도
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17-28번)으로 구성되었다.

2. 설문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는 빈도 분석을 통한 원 그래프의 형식과 소수점을 생략한 퍼센트 방식으로 표기하
였다.

1) 참가자의 개인적인 질문

<그림 1> 성별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55%

45%

남자
여자

1번 질문은 성별에 관한 질문이며, 참가자 중 남성은 62명(45%), 여성은 75명(55%)이다. 교회 내
사랑방(소그룹 모임)의 남녀 성별의 분포도가 보편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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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

2.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4%
15%

2%

20대
30대

22%

23%

40대
50대

34%

60대
70대

2번 질문은 참가자의 연령에 대한 것이다. 20대는 6명(4%), 30대는 3명(2%), 40대는 30명(22%),
50대는 46명(34%), 60대는 31명(23%), 70대는 21명(15%)이다. 사랑방 모임의 대상이 주로 중장년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3> 교회 다닌 연수

3. 수영로교회에 다닌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1%
20%

27%

3%

1년 미만

6%
20%

1년 ~ 2년
3년 ~ 6년
6년 이상 ~ 10년 미만

23%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3번 질문은 교회를 다닌 연수에 대한 질문인데, 1년 미만은 4명(3%), 1년~2년은 8명(6%), 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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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7명(20%), 6년 이상~10년 미만은 32명(24%), 10년 이상~20년 미만은 37명(27%), 20년 이상은
27명(20%)이다. 무응답은 2명(1%)이다.

2) 참가자의 교회등록에 대한 질문

<그림 4> 교회등록 이유

4. 당신이 수영로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5%
20%

담임목사의 설교

1%

기도훈련 프로그램

61%

15%

주차와 잘 꾸며진 교회공간
대형교회의 양육체계

31%

1%

23%

자녀들의 주일학교
사랑방 교제의 친밀함
기타
무응답

4번 질문은 수영로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를 묻는 복수 응답 가능질문으로 담임목사의 설교가 83
명(61%), 기도훈련 프로그램(새벽기도, 금요철야 등)이 31명(23%), 주차와 잘 꾸며진 교회공간이 1
명(1%), 대형교회의 양육체계가 42명(31%), 자녀들의 주일학교가 20명(15%), 사랑방(소그룹 모임)
교제의 친밀함이 28명(20%)이다. 순위는 크게 담임목사의 설교, 대형교회의 양육체계, 기도훈련 프
로그램, 사랑방 교제의 친밀함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자 정필도 목사의 은퇴 이후, 2대 이규현 목사가
부임하면서 담임목사의 설교가 교회등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만여
규모의 메가 처치가 가진 양육체계가 등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도
훈련 프로그램과 사랑방 교제의 친밀함도 등록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난다. 기타는 7명(5%)이며 이
사, 가까운 거리, 전도자의 권유 등으로 반응했다. 무응답은 2명(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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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현재 잘하고 있는 교회 사역

5. 현재 수영로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36%

1%

담임목사의 설교

52%

9%

기도훈련 프로그램
사랑방 나눔의 은혜

28%

50%
25%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자녀들의 신앙교육
복수응답
무응답

5번 질문은 현재 수영로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에 관한 질문으로 담임목사의 설
교가 71명(52%), 기도훈련 프로그램이 39명(28%), 사랑방 나눔의 은혜가 34명(25%), 양육프로그램
을 통한 성장이 68명(50%),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13명(9%)이며 무응답이 1명(1%)이다. 5번 문항은
단답형이었으나 응답자의 36%(50명)가 복수응답으로 반응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복수
응답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교회등록 순위와 대동소이하게 교회사역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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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성장의 장애요인과 성장에 관한 질문

<그림 6> 신앙성장의 장애요인

6.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4%

7%

말씀훈련

20%

23%

기도훈련

34%
30%

6%

사랑방 나눔
말씀의 적용
사회적, 환경적 요인
기타
복수응답
무응답

6번 질문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관한 질문으로 말씀훈련이 27명(20%),
기도훈련이 46명(34%), 사랑방 나눔이 8명(6%), 말씀의 적용이 41명(30%),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31명(23%), 기타가 9명(7%)이며 무응답이 5명(4%)이다. 단답형 문항이었으나 응답자의 14%(19명)
이 복수응답을 했으며, 이는 여러 사유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응답자의 반응으로 보인다. 신앙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부족한 기도훈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신앙성장과 기도훈련이 결코 무관하지 않
다는 생각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107
<그림 7> 신앙성장을 위한 교회 내 기도사역의 활성화 의견

7.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교회 내 기도사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3%

1%

9%

매우 그렇다

28%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58%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7번 질문은 신앙성장을 위해 교회 내 기도사역의 활성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
다’는 39명(28%), ‘그렇다’는 79명(58%), ‘그저 그렇다’는 12명(9%), ‘그렇지 않다’는 4명(3%), ‘매우
그렇지 않다’는 2명(1%)이다. 무응답이 1명(1%)이다. 86%가 기도사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
(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보였다. 이는 신앙성장과 기도훈련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교회 내 기도
사역 활성화의 필요성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8> 참가자가 생각하는 수영로교회의 유형

8. 당신이 생각하기에 수영로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입니까?
16%
10%
2%
7%

1%

말씀 중심의 교회

21%
21%

9%

기도 중심의 교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룬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65%

사랑방 중심의 교회
기타
복수응답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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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질문은 수영로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29명(21%),
기도 중심의 교회가 29명(21%),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룬 교회가 89명(65%), 예배 중심의 교회가
13명(9%),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10명(7%), 사랑방 중심의 교회가 14명(10%), 기타가 3명(2%)이
다. 무응답이 1명(1%)이다. 이 문항 역시 단답형으로 제시되었으나 응답자의 16%(22명)가 복수응답
을 했다.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수영로교회가 말씀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혹은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었다.

<그림 9> 수영로교회의 건강 척도

9. 당신이 생각하기에 수영로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1%
6%

1%
매우 그렇다

1%
47%

44%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9번 질문은 수영로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
는 64명(47%), ‘그렇다’는 60명(44%), ‘그저 그렇다’는 9명(6%), ‘그렇지 않다’는 2명(1%), ‘매우 그렇
지 않다’는 1명(1%)이다. 무응답이 1명(1%)이다. 응답자의 91%가 수영로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회로 답함(매우 그렇다, 그렇다)으로써 교회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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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내 기도모임 참여 현황에 관한 질문

<그림 10> 수영로교회 내 알고 있는 기도사역

10. 당신이 알고 있는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은
무엇입니까?(알고 있는 항목 모두 체크)
11%
2%
3%
1%
7%

20%

1%

72%

91%

38%
37%

61%

74%

20%
44%
33%

48%

73%

새벽기도
밤 9시 기도
금요철야
기도의 십일조
낮산상, 밤산상 기도
권사기도회
주일예배 중보기도
주일 기도청소팀
금요철야 중보기도팀
라파기도단
에젤기도단
레위기도단
미션기도단
선교기도회
여리고 특공대
특새
기타
무응답

10번 질문은 참여자가 알고 있는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을 묻는 복수응답 가능 질문으로 새벽기도
가 125명(91%), 밤 9시 기도가 83명(61%), 금요철야가 102명(74%), 기도의 십일조가 100명(73%),
낮산상, 밤산상 기도가 66명(48%), 권사기도회가 45명(33%), 주일예배 중보기도가 60명(44%), 주일
기도청소팀이 27명(20%), 금요철야 중보기도팀이 52명(37%), 라파기도단이 9명(7%), 에젤기도단이
2명(1%), 레위기도단이 4명(3%), 미션기도단이 3명(2%), 선교기도회가 52명(37%), 여리고 특공대가
28명(20%), 특새(특별새벽기도)가 99명(72%), 무응답이 1명(1%)이다. 통계에 나타난 바대로 16개
제시된 기도모임의 대다수를 응답자들이 두루두루 알고 있을만큼 교회 내 기도모임에 대한 정보들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기타는 15명(11%)이며 응답란에 어린이 금요철야, 전폭사역 기도팀, 새신자
를 위한 기도회, 기도 청지기, 교구 전도대 기도회, 화요 전도대 기도회, 금요 남자성경공부 기도회,

MIP(기도하는 엄마들), 청년부 새벽기도 집회(주와 나 기도회, 하트 기도회) 등을 기입했다.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모임뿐만 아니라 부서 내 다양한 기도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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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참가자의 참석 기도모임

11. 당신이 참석하고 있는 기도모임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10% 13%
45%

42%
1%
1%

8%
13%

20%
3%
4%

11%

45%
46%

새벽기도
밤 9시 기도
금요철야
기도의 십일조
낮산상, 밤산상 기도
권사기도회
주일예배 중보기도
주일 기도청소팀
금요철야 중보기도팀
미션기도단
선교기도회
특새
기타
무응답

11번 질문은 참가자가 참석하고 있는 기도모임에 관한 복수응답 가능 질문으로 새벽기도가 61명
(45%), 밤 9시 기도가 28명(20%), 금요철야가 61명(45%), 기도의 십일조가 63명(46%), 낮산상, 밤
산상 기도가 15명(11%), 권사기도회가 5명(4%), 주일예배 중보기도가 18명(13%), 주일 기도청소팀
이 1명(1%), 금요철야 중보기도팀이 4명(3%), 미션기도단이 1명(1%), 선교기도회가 11명(8%), 특새
(특별새벽기도)가 58명(42%), 무응답이 18명(13%)이다. 기타(14명, 10%)에서 권찰 기도회, 기도 청
지기, 사랑방모임 기도, 교구 전도대 기도회, 화요 전도대 기도회, 금요 남자성경공부 기도회, MIP(기
도하는 엄마들), 청년부 새벽기도 집회(주와 나 기도회, 하트 기도회) 등을 참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별 기도회인 새벽기도(45%)와 주별 기도회인 금요철야(45%), 월별 기도회인 기도의 십일조(46%)
의 참석률을 통해 응답자의 평균 45%가 일별, 주별, 월별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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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중 기도모임 평균 참석 횟수

12. 당신은 주중에 수영로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모임을 평균적으로 몇 회 참석하십니까?

14%
7%

주 1회

29%

주 2 ~ 3회

18%

주 4 ~ 5회

32%

주 6회 이상
무응답

12번 질문은 참가자의 주중 참여하는 기도모임의 평균 횟수에 관한 질문으로 주 1회가 40명(29%),
주 2~3회가 44명(32%), 주 4~5회가 25명(18%), 주 6회 이상이 9명(7%)이다. 무응답이 19명(14%)
이다. 주중 기도모임에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 이상까지 응답자의 86%가 참석하고 있다는 통계는
놀라운 수치이다. 그만큼 교회 내 기도모임이 다양하고,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관심분야 기도모임
이 많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13> 기도모임 참여에 대한 적극성 유무

13. 당신은 기도모임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6%

매우 그렇다

7%
16%

35%
30%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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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질문은 기도모임 참여에 대한 적극성 유무에 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8명(6%), ‘그렇
다’는 48명(35%), ‘그저 그렇다’는 41명(30%), ‘그렇지 않다’는 22명(16%), ‘매우 그렇지 않다’는 10
명(7%)이다. 무응답이 8명(6%)이다. 응답자의 41%(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적극적인 기도참여를 하
고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무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나타낸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14> 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14. 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8%

18%

18%
1%
8%

18%

30%
9%

건강과 체력상의 문제로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
기타
복수응답
무응답

14번 질문은 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24
명(18%), 건강과 체력상의 문제가 41명(30%),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가 13명(9%),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11명(8%), 기도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가 2명(1%), 무응답은 24명(18%)이다. 단답형
문항이었으나 응답자의 8%가 복수응답으로 기입했는데 여러 사유가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기타는
24명(18%)이며 의지부족, 관계부담, 나태함, 환경적 요인, 불신가정, 골방기도 선호,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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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이유

15.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을 위해

10%
4% 8%

26%

7%
3%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위 권유로 인해
습관적으로

45%

기타
복수응답
무응답

15번 질문은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으로 기도응답을 위해서가 36명(26%),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가 79명(45%), 주위 권유로 인해 4명(3%), 습관적으로 10명(7%), 무응답은 14명(10%)
이다. 단답형 문항이었으나 여러 이유가 포함되는 관계로 응답자의 8%(11명)가 복수응답을 했다. 1
순위가 신앙성장, 2순위가 기도응답이라는 통계는 기도응답도 중요하지만 신앙성숙을 우선하는 응답
자의 성숙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기타는 6명(4%)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중보, 주님이 기뻐하시
는 계획 발견, 자아를 내려놓기 위함, 공동체를 위해 기도 등으로 반응했다.

<그림 16> 교회를 통해 기도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 경험의 유무

16. 수영로교회를 통해 기도에 대한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5%
11%

2%

매우 그렇다

20%

그렇다
그저 그렇다

15%
47%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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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질문은 수영로교회를 통해 기도에 대한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질
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27명(20%), ‘그렇다’는 65명(47%), ‘그저 그렇다’는 21명(15%), ‘그렇지 않다’
는 15명(11%), ‘매우 그렇지 않다’는 2명(2%)이다. 무응답은 7명(5%)이다. 응답자의 67%(매우 그렇
다, 그렇다)가 수영로교회를 통해 기도에 대한 도전과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험하고 있다고 반응했
다. 수영로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5)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그림 17> 기도참여가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17. 당신이 경험해 볼 때 수영로교회 기도참여가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0%
7%

6%

매우 그렇다

39%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17번 질문은 수영로교회의 기도참여가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54명(39%), ‘그렇다’는 65명(48%), ‘그저 그렇다’는 10명(7%), ‘그렇지 않다’는 0명(0%), ‘매
우 그렇지 않다’는 0명(0%)이다. 무응답이 8명(6%)이다. 응답자의 87%(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기도
참여가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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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하루 평균 기도 시간

18.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 동안 하십니까?

12%

2%

5분

6%

10분

15%

4%

20분

20%

6%

30분
40분

13%

22%

50분
1시간
2시간
무응답

18번 질문은 하루 평균 기도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5분이 20명(15%), 10분이 27명(20%), 20분이
18명(13%), 30분이 30명(22%), 40분이 8명(6%), 50분이 5명(4%), 1시간이 17명(12%), 2시간이 3명
(2%)이다. 무응답이 9명(6%)이다. 5~10분이 35%, 20~50분이 45%, 1시간 이상이 18%의 통계결과
를 통해 응답자의 개인기도 시간에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꾸준한 기도의 습
관을 살피게 된다.

<그림 19> 기도 장소

19. 당신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7%
35%

57%

8%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26%
61%

직장에서
복수응답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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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질문은 기도의 장소에 관한 질문은 가정에서 78명(57%), 교회에서 84명(61%), 사랑방모임에
서 35명(26%), 직장에서 11명(8%)이다. 무응답이 9명(7%)이다. 단답형 문항이었으나 응답자의
35%(48명)가 복수응답을 함으로써 다양한 기도장소를 반영했다. 61%가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통계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듯 하다.

<그림 20> 기도의 유형

20.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듯이

15%

속으로만 한다

4%

나의 귀에 내 기도소리가

41%

21%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찬양을 부르며 기도한다

10%
7%

들릴 정도로 한다

37%

때에 따라 다르다
복수응답
무응답

20번 질문은 기도의 유형에 관한 질문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듯이 속으로는 56명(41%), 본인의 귀
에 기도소리가 들릴 정도는 51명(3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는 9명(7%), 찬양을 부르며 기도는
14명(10%), 때에 따라 다르다는 29명(21%)이다. 무응답은 5명(4%)이다. 단답형 문항이었으나 응답
자의 15%(21명)가 복수응답을 했는데 기도유형이 한 가지 모습에 매여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결
과인 듯 하다. 응답자의 78%가 묵상기도 하듯 속으로, 혹은 본인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한
다는 통계는 장로교단의 정적인 특징이 기도유형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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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자세

21. 당신은 기도모임에 어떤 자세로 참여합니까?

10%

8%

기도하기 위해 참석한다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13%
69%

특별한 감흥없이 그저
그렇다
무응답

21번 질문은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한 질문으로 기도하기 위해 참석한다는 95명(69%),
의무적으로 참석한다는 18명(13%), 특별한 감흥없이 그저 그렇다는 13명(10%)이다. 무응답이 11명
(8%)이다. 응답자의 69%가 참석하는 기도모임이 의무적이 아닌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참여한
다고 반응함으로써 교회 내 기도모임의 적극적 참여도와 활기를 엿볼 수 있다.

<그림 22> 개인과 자녀, 가족을 위한 기도

22. 당신은 개인과 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0%

4%

9%

4%

매일 한다
종종 한다

29%

54%

생각날 때만 한다
전혀 안한다
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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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질문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매일 한다’는 74명(54%), ‘종종 한다’
는 40명(29%), ‘생각날 때만 한다’는 12명(9%), ‘전혀 안한다’는 0명(0%), ‘교회에서 기도시 한다’는 6
명(4%)이다. 무응답이 5명(4%)이다. 응답자의 83%가 매일 혹은 종종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통계
는 기도내용이 가족을 위한 기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림 23> 담임목사와 교역자들, 중직들, 그리고 교회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23. 당신은 담임목사와 교역자들, 중직들, 그리고
교회사역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8%
3%

4%
25%

매일 한다
종종 한다
생각날 때만 한다

27%

전혀 안한다

33%

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무응답

23번 질문은 담임목사와 교역자들, 중직들, 그리고 교회사역을 위한 기도에 관한 질문으로 ‘매일
한다’는 34명(25%), ‘종종 한다’는 46명(33%), ‘생각날 때만 한다’는 38명(27%), ‘전혀 안한다’는 4명
(3%), ‘교회에서 기도시 한다’는 11명(8%)이다. 무응답이 5명(4%)이다. 응답자의 58%가 매일 혹은
종종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통계는 기도내용이 개인적인 기도제목에 제한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로 조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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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24. 당신은 세계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14%

4%

17%

매일 한다
종종 한다

7%
32%
26%

생각날 때만 한다
전혀 안한다
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무응답

24번 질문은 세계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에 관한 질문으로 ‘매일 한다’는 23명(17%), ‘종종
한다’는 44명(32%), ‘생각날 때만 한다’는 36명(26%), ‘전혀 안한다’는 9명(7%), ‘교회에서 기도시 한
다’는 19명(14%)이다. 무응답이 6명(4%)이다. 응답자의 49%(매일 한다, 종종 한다)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통계는 선교지향적인 수영로교회가 응답자들의 기도생활에 잘 반영한 결과로 보인
다.

<그림 25>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5. 당신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12%
5%

4%
19%

매일 한다
종종 한다
생각날 때만 한다

24%

36%

전혀 안한다
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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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질문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을 위한 기도에 관한 질문으로 ‘매일 한다’는 27명(19%), ‘종종
한다’는 50명(36%), ‘생각날 때만 한다’는 33명(24%), ‘전혀 안한다’는 7명(5%), ‘교회에서 기도시 한
다’는 16명(12%)이다. 무응답이 5명(4%)이다. 응답자의 55%(매일 한다, 종종 한다)가 나라와 한국교
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통계는 수영로교회의 비전에서 표방하는 민족복음화가 성도들에게 기도로 공
유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에 미치는 영향

26. 당신의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0%
10%

4%

매우 그렇다

8%
31%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47%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26번 질문은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43명
(31%), ‘그렇다’는 64명(47%), ‘그저 그렇다’는 14명(10%), ‘그렇지 않다’는 11명(8%),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명(0%)이다. 무응답이 5명(4%)이다. 응답자의 78%(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기도생활과 주
일성수가 무관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피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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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도생활이 헌금생활에 미치는 영향

27. 당신의 기도생활이 십일조, 감사헌금 등
헌금생활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4%
23%

1%

14%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27번 질문은 기도생활이 십일조, 감사헌금 등 헌금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매
우 그렇다’는 32명(23%), ‘그렇다’는 65명(47%), ‘그저 그렇다’는 19명(14%), ‘그렇지 않다’는 15명
(11%), ‘매우 그렇지 않다’는 1명(1%)이다. 무응답이 5명(4%)이다. 응답자의 70%(매우 그렇다, 그렇
다)가 기도생활이 헌금생활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도생활과 헌금생활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
을 잘 드러낸 결과이다.

<그림 28> 기도생활이 교회봉사와 헌신에 미치는 영향

28. 당신의 기도생활이 교회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0% 4%
16%

7%

23%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50%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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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질문은 기도생활이 교회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는 32
명(23%), ‘그렇다’는 69명(50%), ‘그저 그렇다’는 22명(16%), ‘그렇지 않다’는 9명(7%),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명(0%)이다. 무응답이 5명(4%)이다. 응답자의 73%(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기도생활이 교
회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는 교회가 기도사역에 더욱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게
된다.

3. 설문 결과에 의한 분석

1) 빈도 결과에 대한 분석
설문 참가자의 주요 응답 대상은 40대 이상으로, 수영로교회 출석 6년 이상의 사랑방 참여 성도들
이다. 참가자의 대다수는 교회 내 교회사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주중 기도모임을
평균적으로 2~3회에 참석하여 개인의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신앙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
었다. 참가자들은 수영로교회 내 시행되는 기도사역을 통해 기도의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가 개인의 신앙성장뿐만 아니라 주일성수와 헌금생활, 그리고 교
회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미쳐 교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과 교회 내 기도사역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활성화된 기도사역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교회와 세계선
교,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이르는 결실을 가져옴을 알게 해준다.

2) 교회를 다닌 연수와 주중 기도모임 참석 및 적극성의 교차 분석
참가자의 주중 교회 내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평균 횟수는 2~3회로 수영로교회 다닌 연수에 비례
하여 그 수치가 올라간다. 6년 이상 10년 이하 출석성도는 26%, 11년 이상은 48%를 차지해 전체
74%가 6년 이상의 출석성도가 차지했다. 또한 주 4~6회 기도모임 참석자의 경우, 응답자의 70%가
교회출석 11년 이상의 출석성도라는 통계가 나왔다.
수영로교회에서의 신앙 연수가 높을수록 기도모임 참석 횟수가 올라가는 것은 교회 내 활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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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역의 결실이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기도모임
참여자의 적극성 유무에 관한 문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59%의 응답자가 11년 이상 교회 출
석자라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3) 교회를 다닌 연수와 기도의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의 교차 분석
참가자의 77%가 수영로교회를 통해 기도에 대한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회를 다닌 연수와 비례하여 그 수치가 올라간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57%가 11년 이상 출석
자이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55%도 역시 11년 이상 출석자였다. 수영로교회의 신앙생활이 더해 갈수
록 기도의 도전과 실제적인 기도생활 또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통계이기도 하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생활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도의 체험신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수영로
교회의 신앙생활 연수가 기도의 도전과 기도생활에 영향력을 더해 준다는 통계는 교회가 건강한 기
도사역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4) 기도모임 참여와 주일성수와의 교차 분석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8%는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응답
했다. 78%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주중 기도모임 참여 횟수를 분석하니 주 1회 참석자는 69%, 주
2~3회 참석자는 87%, 주 4~5회 참석자는 96%, 주 6회 이상 참석자는 100%가 기도생활이 주일성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주중 기도모임 참여 횟수에 비례하여 주일성수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일성수를 위해서는 기도모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주일성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5) 기도모임 참여와 헌금생활과의 교차 분석
설문조사 참가자의 70%는 기도생활이 십일조, 감사헌금 등 헌금생활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했
다. 70%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중 기도모임 참여를 분석한 결과, 주 1회 참석자는 60%, 주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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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는 75%, 주 4~5회 참석자는 87%, 주 6회 이상 참석자는 98%가 기도생활이 헌금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기도생활이 헌금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실제적인 수치를 통해 증명된다. 적극적인 기도생활
이 적극적인 헌금생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헌금지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도생활 및 기도
모임의 독려를 통해 자연스럽게 헌금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기도모임 참여와 교회봉사 및 헌신과의 교차 분석
기도생활이 교회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에 대해 참가자의 73%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73%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중 기도모임 참여를 분석하니 주 1회 참석자는
69%, 2~3회 참석자는 75%, 4~5회 참석자는 87%, 6회 참석자는 100%의 결과가 나왔다.
주중 기도모임에 적극적인 그룹이 교회봉사와 헌신에도 적극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는 기도생활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무관하지 않으며, 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기도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

본 설문은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의 의미를 가진다. 그 대상이 사랑방 모임
에 참여하는 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다보니 보다 다양한 대상을 섭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또한 설문에서는 주일예배와 공적예배에서 차지하는 기도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
했다. 제 5장 기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교회를 등록한 배경은 제 각
기이나 참가자의 86%가 교회 내 기도사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동조했고, 수영로교회를 통해 기
도에 대한 도전과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수영로교회가 개인의 신
앙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회라는 의견에 이견이 없다는 것은 건전한 기도사역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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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기도모임 참여에 비례하여 주일성수와 헌금생활, 교회봉사와 헌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주목할 내용이다. 기도생활이 개인의 주일성수와 헌금생활, 그리고 교회봉사와 헌신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도모임 참석 이유도 단순히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기도응답의 목적이 아
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목적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교회의 성숙한 기도사역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개인의 기도생활 중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선교,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
해 기도하는 시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의 균형적인 사역으로 평가
된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앞으로의 사역에 반영하여 교회 내 보다 활성화된 기도사역을 만들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기초를 마련하는 토대를 세워갈 것이다.

제 5 장
기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설문조사를 통해 기도사역이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초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주일예배와 공적예배에 차지하는 기도사역에 대
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이 같은 보완점은 3장에서 살펴본 사례 교회들의 기도사역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반영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장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부산 수영로교회의 활
성화된 기도사역 운영 방안을 주 모델로 제시하며, 더불어 3장에서 살펴본 사례 교회들의 장점을 수
정 보완하여 활용가능한 기도사역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주일예배의 기도 활성화

주일예배는 참여한 회중들에게 기도의 실제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다. 주일예배
순서 중 배정된 기도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참회기도, 대표기도, 설교 후 회중기도로 분류할 수 있
다.

1) 참회기도
주일예배에 드려지는 참회기도는 예배의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이자 참여한 각 개인이 참회
와 사죄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기성찰 및 사죄의 은혜를 통해 매 주일예배의 감격
을 회복할 수 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인식과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
함이다. 매주 똑 같은 성경구절과 기도문 낭독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하지만 결코 식상함을 느끼지
않고 매 예배마다 참회기도의 은혜는 더해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교회의 참회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사랑의교회 참회기도 인도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예배인도자의 참회기도 인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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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회의 기도

<표 1> 참회의 기도 인도법

성경구절 낭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
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입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
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
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지만 순간 순간 욕심에
넘어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
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문 낭독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낙심
된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안에서 사라
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깊숙히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주님의 밝
은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
여 주옵소서.

사회자 멘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함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르간 반주

참회기도의 성경구절 낭독부터 회중의 참회기도가 끝날 때까지 오르간 연주
로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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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죄의 선언

<표 2> 사죄의 선언 인도법

성경구절 낭독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마무리 기도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
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대표기도
주일예배 대표기도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중직자가 교회가 지명하는 순으로 대표기도에 임
한다. 대표기도 내용을 기도자의 자율에 맡기다보면 회중을 대표하는 공적 기도라기보다 회중을 훈계
하려거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사전에 대표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유
의사항 및 교회가 작성한 기도문을 보내고, 그 형식에 맞춰 대표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예배모범을 위한 대표기도 안내
ⅰ) 준비된 기도여야 한다.
대표기도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이므로,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
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중 새벽기도 혹은 금요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대표기도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
ⅱ) 기도문을 노트에 기록한다.
1 차적으로 교회에서 발송한 기도문을 토대로 노트에 기록하여 준비하며, 기도내용을 반복하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낭독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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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도시간을 엄수한다.
대표기도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예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시간엄수를 부탁한다.
ⅵ) 단정한 옷차림을 준수한다.
대표기도 드리는 주일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 시작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한다. 남성도의 경우, 넥타이 색깔이 화려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여성도의 경우 가슴이 움푹 파
인 옷이나 짙은 화장, 화려한 장식구로 치장하지 않도록 단정한 차림을 준수한다.

(2) 대표기도자 기본지침
ⅰ) 감사기도로 시작 후, 본론적인 기도를 드린다.
주일예배 입례에 이미 참회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 후 회개기도보다는 본론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ⅱ) 간격을 두지 말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한다.
사회자의 대표기도자 소개 후, 등단할 시 준비된 기도문을 펼치는 시간의 간격 없이 미리 준비하여
곧장 기도를 시작한다. 또한 종이를 펼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대표기도 시 주의사항
ⅰ) 개인기도가 아니라 공중기도임을 기억한다.
ⅱ) 쉬운 말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그리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ⅲ)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한다.
ⅳ)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한다.
ⅴ) 기도 시작 시 성경구절, 낭독, 암송 등은 피한다. 혹은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
은 하지 않고 등단 후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한다.
ⅵ) 교회를 표현할 때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한다.
ⅶ) 기도의 문장은 짧고 명백하게 하고, 시적 표현은 가급적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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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3인칭의 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 혹은 ‘주님’ 등
으로 표현한다.
ⅸ) 기도 마무리에는 예배의 시종을 위한 기도를 덧붙인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특별히 각 예배 시 섬기는 찬양대의 명칭을 잘 기억하여 기도한다.
ⅹ)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와 같은 현재형으로 하고, ‘드렸습니다’와 같은 과거형은 삼간다.

(4) 대표기도 기도문
주중에 교회에서 제시하는 기도문을 대표기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 양식을 토대로 기도문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표기도 기도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감사와 찬양, 예배
와 설교자, 교회와 세계 비전으로 나뉘어 기도내용이 정리된다. 매주 예배부는 주중 사역을 토대로
업데이트 된 대표기도 기도문을 작성하여 그 주간 해당 대표기도자에게 전달한다. 이 같은 양식에 기
초하여 대표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자에 따라 기도내용의 편차가 없고, 공중기도의 본을 따르는 유
익이 있다. 대표기도 기도문의 샘플은 아래와 같다.

<표 3> 대표기도 기도문

감사와 찬양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함없는 찬양과 경
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절을 좇아 변하는 계절의 질서 속에
서도 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와 설교자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
다 영혼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
옵소서.

131

1) 교회
하늘과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거룩한 뜻을 펼치시며 기적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한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한국사회가 하나님
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석명절을 맞이하
여 믿음의 4대가 둘러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부모세대는 자
녀 세대에게 순수한 믿음을 전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
받아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2) 이웃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섬김으로 다가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웃과 영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
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계비전

3)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이 결정되게 하시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 북한과 세계 선교&글로벌 사역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인줄 믿습
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과 능력으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꾸준하고도 강력한 기도를 통해 복음적 평화통일을 맞이하
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세계 선교에 앞
장서는 글로벌 리더로 무장되게 하셔서 복음의 서진을 위한 주춧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사 복음 전파에 힘
쓰게 하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고갈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나아가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3) 설교 후 회중기도
주일예배는 주중 공적예배 중 가장 많은 회중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새가족 혹은 초신자들의 대다
수가 참여하는 예배시간이기도 하다. 설교 후 회중기도는 당일 설교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도문으
로 완성하여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이 같은 기도는 새가족 혹은 초
신자들에게 기도참여를 독려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전에 설교자를 통해
세 가지 기도제목이 준비되면 방송실에서 자막을 송출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도문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설교 후 온 성도와 함께 회중기도 낭독이 끝나면 설교자가 간단히 마무리 기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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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교 후 회중기도 인도법

설교자 멘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 가지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
도드리겠습니다.
<주일 합심기도제목>

설교 후
회중 기도
(영상자막 제공)

1.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정결한 영적 투시경’을 회복하게 하사, 신
앙의 깊은 신비를 깨닫고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평생 되
게 하옵소서. 아멘.
2. 목 마른 사슴처럼 ‘늘 불러도 아쉬운 마음뿐인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님
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통찰력과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우리 교회가 점점 돋는 햇빛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으로 새로워질
때, 민족과 열방 위에 ‘믿음의 보고서’를 쓰며 높은 경지로 비상하게 하옵소
서. 아멘.

설교자의
마무리 기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사로집힌 마음으로 새로워질 때 돋는 햇빛 같은 인생되게 하
시고 믿음의 높은 경지로 비상하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2. 공적예배의 기도 활성화

수영로교회의 모든 공적예배(주일 낮예배는 예외)는 예배순서의 시작과 끝이 통성기도로 진행된다.
기도를 강조하는 정필도 원로목사의 목회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공적예배의 시작
기도는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위한 통성기도이며, 예배 마무리 기도는 당일 설교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과 개인기도이다.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자(눅 18:7) 합심기도의 외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마 18:19). 듀웰(Wesley L. Duewel)은 마태복음 18:18-20절에서 합심기도를 설명할 때,
헬라어 동사 ‘심포네오’(symphone: 함께 소리나다)에서 유래한 단어 ‘심포니’(symphony)를 비유로 든
다.465 마치 큰 관현악단의 많고도 다양한 악기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소리를 내듯, 통성

465) Wesley L. Duewel, 「능력있고 응답받는 기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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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합심기도의 완전한 일치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적
예배의 통성기도를 통해 교회가 갖게 되는 유익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시작 통성기도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수요기도회 혹은 금요기도회라는 집중하는 기도시간을 통해 교회의 비전과
현안, 필요한 중보기도를 장시간 집중하여 기도드린다. 이 같은 경우, 참여자는 특정한 기도회에 자
원하여 참석하는 성도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 공적기도에 무관심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주일오후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금요철야 등 매 공적예배 시작 시 교
회의 비전을 두고 통성기도를 드리게 되면,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 참여자가 될 뿐
만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명확히 기억하는데 유용하다. 듀웰(Duewel)은 공적기도를 통하여 형제의
사랑과 연합이 강화되고, 견고한 믿음과 영적 능력이 더해진다고 했다.466
수영로교회는 모든 공적예배의 시작을 교회와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을 통성기도하는데, 제시되는
기도제목은 일률적이며 세 가지 내용으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한다. 첫째, 담임목사님의 성령충
만을 위해, 둘째, 부산의 50만 영혼구원과 1만 다락방, 5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셋째, 교회사역을 위
해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통성기도를 한다.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제목을 통해 수영
로교회 성도들의 뇌리에는 ‘부산의 50만 영혼구원, 1만 다락방, 5천 선교사’라는 교회비전이 확실하게
각인된다. 무엇보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담임목사와 진행되는 교회사역에 집중되고, 모든 성도들은 교
회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화된다. 이처럼 공적예배의 시작기도를
온 성도들이 교회와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으로 통성기도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별도의 중보기도회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공적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는 기도현안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역헌신이라는 결과물을 낳기도 한다. 더욱이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
통성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되고, 더불어 기도의 야성을 일깨우게 된다. 언급한 바

466) Ibid.,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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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예배 시작 통성기도를 각 교회의 형편에 맞는 교회사역과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성도
들의 마음을 기도로 합일할 때 교회는 기도의 체질화를 꾀하는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배 마무리 통성기도
공적예배 순서의 마지막은 설교가 끝나면 다른 순서없이 설교자가 제시하는 기도제목으로 통성기
도를 드리고, 이후는 각자 개인기도 후 자유로이 귀가한다. 예배순서는 아주 단순하다. 기도로 시작
된 예배는 각 개인마다 설교말씀을 적용하여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 시간은 각자가 은혜받은 말씀을
기도로 반응하며, 더불어 충분한 개인기도를 통해 예배의 은혜가 충족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배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진행하게 되면 매 예배는 일종의 기도회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기도가
체질화되어 매 예배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다(사 56:7; 마 21:13). 이 시간은 교회 조명을 은은한 조명으로 전환하고,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기도음악 음반 혹은 1시간 내외의 기도 경음악 CD를 틀어 성도들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3) 통성기도 인도

<표 5> 예배 시작과 마무리 통성기도 인도법

인도자 멘트

예배시작
통성기도

이 시간, 담임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의 7배
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바, 부산의 50만 영혼을 구원하게 하
시고 1만 다락방과 5천 선교사 파송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가을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함께 이 같은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저를 따라 하
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후창은 회중들이/ 두 번 반복)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회중과 함께 통성기도).

135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담임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엘리사에게 주신 영갑의 7배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너끈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산의 영혼구원을 위해 힘
쓰며 애쓸 때 50만 부산영혼을 감당케 하시고 1만 다락방을 세우
고, 5천 선교사의 파송을 이루어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
화를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계속되는 가을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선 ○○○목사
님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자 멘트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의 혼
돈을 창조의 질서로 바꾸시고 회복케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
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드리시고 자
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후창은 회중들이/ 두 번 반복)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회중과 함께 통성기도).

기도 경음악 및
실내등 조도

1시간용으로 제작된 기도경음악을 송출하여 성도들이 자유롭게 기
도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본당 실내등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도를 낮춘다.

예배마무리
통성기도

3. 중보기도학교의 활성화

3장에서 언급한 교회사례에 의하면, 기도로 성장한 교회의 특징은 하나같이 교회 내 활발한 중보기
도사역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회 내 중보기도가 활성화 되면, 교회는 기도의 보호 속에 든든히 서가
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헌신자들을 통해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게 된다. 중보기도학교
는 기도의 궁금증과 갈급함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이론과 기도실습, 그리고 중보기도 헌
신으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1) 중보기도학교의 운영 방침
중보기도학교는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봄 학기와 가을 학기 개설로 10주 전 모집
광고가 시작되며, 선착순 모집으로 공고가 된다. 제 3장에서 사례로 언급한 교회들의 경우, 중보기도
학교의 운영은 단일반으로 양육되었다. 본 연구자는 입문자와 헌신자 코스로 분류하여 기초과정과 심
화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문코스는 기도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며 기도관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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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동기와 활력을 부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심화과정인 헌신 코스는 입문 코스 수료자에게 자
격을 부여하여 지원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중보기도 헌신자로 양육한다. 입문 코스는 2일
간의 속성 양육반이라면, 헌신 코스는 장기훈련 프로그램으로 12주 강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수료
하게 되면 ‘그루터기’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교회가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중보기도자로 헌신케 한다.
그루터기가 되면 주 1회 1시간 중보기도에 의무참석한다.
메인 강사는 중보기도학교 담당교역자이며 교회 내 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강사 활용이 가능하다.
교회규모가 작다면 담임목사가 일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모집인원도 소규모로 진행해도 좋다. 본
연구자는 2일의 단기훈련(입문 코스)은 봄, 가을 학기에 개설하여 보다 많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12주의 장기훈련(헌신자 코스)은 겨울학기에 개설하여 이듬해 교회의 중보기도 헌신자로
연계되도록 추천하는 바이다. 이 같은 구분을 통해 교회적으로 기도의 관심과 중보기도 헌신자 양육
이 활발하도록 독려한다.

2) 단기훈련 프로그램(입문 코스)
본 프로그램은 2일 속성 과정으로 중보기도 입문 코스이다. 2일간 진행되는 단기훈련(입문 코스)은
사랑의교회에서 시행하는 중보기도학교 강의내용을 추천하는 바이다. 중보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을 다루기에 유용하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6> 중보기도 단기훈련 프로그램/입문코스
기도와 중보기도
1강
소명 기도회
중보기도자의 성경적 모델
2강
아론과 홀 기도회
1일차
중보기도자의 의무
3강
헌신 기도회
중보기도사역의 환자기도
4강
중보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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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자의 길
5강
사명 기도회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6강

성령충만 기도회

2일차
7강

중보기도사역 소개
헌신 작정
중보기도 사역의 비전과 전략8

8강
헌신 및 수료식

3) 장기훈련 프로그램(헌신 코스)
본 프로그램은 12주 장기훈련 과정으로 중보기도 헌신 코스이다. 12주간 진행되는 장기훈련(헌신
코스)은 수영로교회에서 시행하는 중보기도학교 강의내용을 추천하는 바이다. 매 강의마다 충분한 시
간과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유용하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 중보기도학교 장기훈련 프로그램/헌신 코스
구분

강의

1주차

십자가 사랑과 기도

2주차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 분별력

3주차

성령님과 함께하는 중보기도

4주차

하나님을 대언하는 중보기도

5주차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6주차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영적 도해

7주차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실습

8주차

중보기도와 합심기도

9주차

영성 수련회

10주차

중보기도와 내적치유

11주차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12주차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 파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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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보기도 사역 실제
사랑의교회와 더사랑의교회의 경우, 성도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배당 입구와
각 층에 기도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기도접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과 전화를 설치했다. 오프라인 상으로 요청하는 기도카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긴급 기도
카드는 빨강색, 일반 기도카드는 파랑색, 그리고 기도응답 카드는 노랑색으로 분류한다. 긴급 기도카
드의 경우, 중보기도실에서 우선적인 중보기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금요기도회 때 긴급기도제목을
소개하여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기도응답 카드의 용도는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헌신자들에게 기도동기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응답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됨으로써
중보기도사역의 활용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보기도학교 심화
과정을 수료한 그루터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은 매주 1회 1시간(60분) 이상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시
간 분배는 아래와 같다.

<표 8> 그루터기 헌신자의 중보기도 시간 분배467

구분

내용

5분

묵상기도

10분

긴급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10분

일반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10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5분

부교역자를 위한 기도

5분

교회 각 기관을 위한 기도

5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5분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5분

마무리 기도

467) 사랑의교회, “중보기도사역 실제” [온라인자료] http://prayer.sarang.org. 2018년 11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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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새벽기도회(일명 ‘특새’)의 활성화

특별새벽기도회의 유익은 평소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새벽기도의 중요성과 유익을
알리는데 있다. 이 같은 시간을 통해 기도를 체질화시키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통해 교회의 기도운동
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간다. 특별새벽기도회는 일년에 봄, 가을 두 차례 진행한다. 봄 특별새벽기
도회는 말씀사경회 중심이라면, 가을 특별새벽기도회는 간증나눔이 있는 은혜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다. 특새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시행준비
특별새벽기도회 한 달 전부터 교회 곳곳에 현수막, 포스트 부착을 통해 성도들에게 관심 및 참여동
기를 부여한다. 특새 홍보영상을 위해 이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은혜받은 간증자들을 섭외하여 영상
광고를 준비하고 주일예배 시 특새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성도들에게 특새에 대한 소원과 기대감을
더한다. 또한 특새를 위한 중보기도제목을 중직자와 리더들 중심으로 배부하여 교회의 핵심멤버들 중
심으로 내실있는 기도중보뿐만 아니라 특새의 기대와 관심을 모든 성도들이 갖도록 한다.

2) 주제
특새의 주제는 참여를 독려하는 동기부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주제가 명확하면 동기부여와 적
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주제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표현이 되게 하며, 연관 성경구절을 함께 병행
하여 의미전달을 분명히 한다: 예) “믿음보고(Faith Report):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민14:28)”

3) 목표
일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특새를 통해 교회가 추진하는 그 해의 사역적 강조점을 극대하는 목표를
지닌다. 가령, 창립 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진행되는 특새라면 지나온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맞
이할 교회의 비상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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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안점
특새는 시행되는 그 해, 주일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특새를 통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춘환은 특별기도와 목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목회는 특별기도를 통해 효과적
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했다.468 해마다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을 특새를 통해 반영하여 그 효과를 극
대화한다.

5) 요일별 진행 및 강단초대
요일별 주제에 맞는 설교 및 기도회가 진행되며, 강단초대를 통해 특새의 열기를 더한다. 특별히
강단초대는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요소가 된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요일마다 부서별로
성도들을 초대하여 예배의 은혜를 나눈다. 이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특새의 열
기를 더한다. 강단초대자들은 특새가 끝나면 담임목사님과 별도의 축복기도시간을 가진다. 2018년 사
랑의교회 가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요일별 진행된 내용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특별새벽기도회 요일별 진행
구분

제목/본문

요일별 기도제목

강단초대

첫째날

내 인생의 믿음보고
(요 6:8-13)

믿음으로 복음의 무한지평을
열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둘째날

초심과 야성
(계 2:5-7; 사 43:19-21)

돌파하는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남, 여, 직장인 순장반
임원

셋째날

거룩한 한국을 세우는 기초석
이 되자(벧전 1:13-16)

넷째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
로 되리라(마 15:22-28)

역전의 용사로 무장되게 하옵
소서!

제자/사역훈련생 임원

다섯째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잠 23:18)

사랑의 능력으로 시대를 섬기
게 하옵소서!

대학부, 청년부, 기드온
리더

여섯째날

내 영혼의 풀 콘서트
(찬양집회)

찬양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
옵소서!

각 부서 찬양팀

468) 김춘환, 「특별기도회와 교회성장」, 54.

민족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권사회, 안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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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프로그램
아래는 2018년 사랑의교회 가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시행한 주요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반영
한 내용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기도카드 활용: 성도 개인의 중보기도제목을 올려드리도록 기도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ⅱ) 전 교역자 블레싱 축복기도: 한 성도가 특새기간 동안 담당 교역자의 기도를 받는다.
ⅲ) 특새 가이드북: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은혜의 말씀 메모와 개인기도제목을 작성하여 활용한
다.
ⅳ) 특새 개근선물: 특새 동판을 제작하여 개근한 가정당 1개씩 배부한다.
ⅴ) 특새 감사헌금: 특새의 모든 응답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헌금시간을 특새 마지막 일에 시
행한다.
ⅵ) 기도용사 모집: 특새 마지막 날에 일상 새벽기도 참석 헌신자와 금요기도 참석 헌신자를 모집
하여 기도의 열기를 계속 이어간다.
ⅶ) 기쁨의 잔치: 특새 마지막 일에 교회 광장에서 잔치국수 및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식을 준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의 시간을 가진다.

7)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한 기대
특별새벽기도회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특별새벽기도회가 일상의 새벽기도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한다. 무
엇보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고, 기도체험이 없는 성도들에게 집중하여 드리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고 응답을 체험케 하여 신앙의 차원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사랑의교회의 경우, 특별새
벽기도회 마지막 일은 ‘7000/700 기도용사’469라는 기도후원자 모집을 통해 새벽기도의 일상화를 꾀
한다. 특새를 통해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새벽기도생활을 도전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469) ‘7000/700’ 기도용사는 논문 3장 67page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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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요기도회의 활성화

3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례 교회들에 의하면, 각 교회가 시행하는 금요기도회의 공통점은 충분한 찬
양과 말씀, 그리고 충분한 기도시간에 있었다. 금요기도회의 특징은 평소 공예배에서 다루기 부족했
던 시간들을 충분히 반영할 때, 이에 호응하는 성도들의 참여와 열정을 통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사회의 향락적인 밤문화를 거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 성경은 종종 부르짖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렘 33:3; 시 3:4; 77:1),
금요기도회는 이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성도의 야성을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1) 금요기도회 운영
금요철야기도회를 위한 별도의 기도헌신자 그룹의 중보기도시간을 운영한다. 수영로교회의 경우,
기도국 담당교역자가 중보기도를 인도하며 교회의 헌신적인 중보기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일 금
요철야기도회를 위해 합심기도시간을 가진다. 이후, 각 중보기도 조별모임을 본당에 지정된 자리로
흩어져 조장의 인도 하에 조원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금요
기도회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0> 금요기도회 운영시간

구분

내용

20:00-20:30

금요철야를 위한 중보기도(기도국)

20:30-21:00

각 중보기도 조별 기도모임

21:00-21:30

금요기도회 시작/찬양과 경배

21:30-22:00

교회 비전과 사역, 나라와 민족, 열방 복음화를 위한 집중 기도시간

22:00-23:00

말씀 사경회

23:00-23:30

헌금 및 담임목사의 목양기도

23:30-

강단기도 초대 및 개인기도/그룹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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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목사의 목양기도
금요기도회 순서 중 특징은 담임목사의 목양기도에 있다. 오륜교회의 경우, 금요기도회가 마치면
사전에 신청한 교인들 대상으로 담임목사의 안수기도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
은 큰 위로와 격려, 힘을 얻게 된다. 수영로교회는 담임목사의 목양기도를 통해 교회 전반에 걸친 세
밀한 기도제목을 다룬다. 담임목사의 이 같은 축복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목양적 관심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영적 케어를 확인하고 감동을 느끼게 된다. 결코 짧지 않은 20-30분 간
의 목양기도는 담임목사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목
양기도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11> 금요기도회 순서 중 담임목사의 목양기도

목양기도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디에 가서 일을
하던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
음화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 모두를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농어촌교회 교역자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지역을 복음화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식구
들 자녀손들까지 잘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
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충성된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두 스데반 집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
곱 집사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높이 들어
써주옵소서.
모든 서리집사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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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받지 못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쭉정이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나아와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망
한 자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해본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있어 기도하는 자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금요철야기도회에도 많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한국의 소망입니다. 이 도시의 소망입니다.
한 분, 한 분을 기름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에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두
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
서. 아버지,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 좋은 사업을 주옵소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열 배나 부흥케 하여 주옵소
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지요? 세상에 시
달리는 저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요셉, 나이 어린 다니엘에게도 성령 충만하
니 세상을 이겼사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옵소
서. 왕따가 되는것이 아니라 전체를 움직이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가
장 친구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원을 복음화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 영아와 어린애들,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축복하여 주
옵소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애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나이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여, 그
동안 당한 고생을 주님이 아시오니 기쁜 일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IMF때 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취직
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아와 부르짖는 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가를 눈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오늘밤
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암덩어
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고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고민거리가 해
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었다’ 하
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믿는 식구 있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신앙 때문에 안믿는 식구들과 부딪힐 것을 염려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저들을 구원하
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에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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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더 필요합니다.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선교관이 필요합니다.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하나
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
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주
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사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 강단기도회
금요기도회의 마지막 순서는 강단기도회로 마무리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상징성을 기도초청
으로 연계할 때, 그 간절함과 깊이는 더해질 수 있다. 이 시간은 모든 교역자들이 강단에 등단하여
기도의 열기를 더한다. 평신도들도 자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강단 앞으로 나아와 개인기도할 수 있
도록 한다. 사랑의교회의 경우, 토요비전새벽예배 시 예배 말미에 강단기도회를 통해 예배 관련 담당
자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금요기도회에 이 같은 강단기도회
를 접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주일예배를 위해 예배 담당자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모여 강단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주일예
배 사회자, 대표기도자, 찬양대 지휘자, 예배담당 목사, 찬양팀 목사 등 예배 담당자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배의 기름부으심을 기대한다.

6. 교구별 기도회의 활성화

규모가 큰 대형교회일수록 은둔형 신자들이 많고, 교회사역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
구별 기도회의 역할은 이 같은 은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능동적인 교회참여를 이끄는 동
기부여가 될 수 있다. 교구 내 활발한 기도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기도의 관심
이 사역에 대한 의지로 반영되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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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구 내 주중 기도회와 월별 기도회
교구 기도회는 교구 성도들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도 개개
인에 대한 기도제목을 나누며 목양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도회이다. 금요기도회가 교회의 현안을 위
해 기도하는 대그룹 기도회라면, 교구 기도회는 교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중그룹 기도회가 된다.
공적 기도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다루는 기도모임이다. 기도내용을 소개하
면, 기업(사업, 직장)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잉태의 축복, 순산의 축복, 군복무 자녀축복, 수험생, 취업
준비생 축복 등 구체적인 항목을 나누어 성도들의 실명을 넣어 함께 기도한다.
교구 기도회는 주중 기도회와 월별 기도회로 나뉜다. 주중 기도회는 수요예배 후, 부속실에 모여
진행되며, 월별 기도회는 매월 ‘기도의 십일조’ 470 를 활용하여 교구 기도에 집중한다. 교구 교역자의
인도 하에 순수히 교구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 시간은 담당 교구 목사의 안수기도가
가능하며 성도들의 목양적 필요를 채우는데 만전을 기한다.

2) 선교기도회
선교기도회는 각 교구에 연결된 파송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에 그 목적을 둔다. 교회 내 파송 선
교사들이 많다보면 성도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고, 선교헌금이라는 단순히 물질적인 헌
신 외에 사역의 조력자 역할이 미약할 수 있다. 선교기도회가 활성화되면 각 교구에 연계된 파송선교
사에 대한 성도들의 선교적 관심과 도움, 지원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교구에 연계된 파송선교사
가 국내 방문 시, 교구에서 진행하는 선교기도회에 초대되어 구체적인 사역 소개를 할 수 있고 긴급
한 중보기도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여름철 단기선교는 선교기도회에서 중보기도하는 해당 선교
사의 파송지로 교구 단선팀을 파송하여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가능하다. 그 외, 선교지에서의 긴급
한 기도제목 요청 및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교구 내 선교기도회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교
구 선교기도회는 매월 마지막째 주 주일오후예배 후에 모이며 교구 교역자의 인도 및 선교기도회 임

470) ‘기도의 십일조’란 매월 한 달의 십의 일조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회를 의미하며, 매월 첫째 주에 맞이하는 월, 화,
수요일에 드려지는 새벽기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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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중심으로 모임 준비가 이루어진다. 별도의 선교헌금 순서를 통해 기도의 후원뿐만 아니라 물질
후원도 병행한다.

3) 산상기도회
무분별한 기도원 방문 및 산기도는 자칫 불건전한 신앙을 조장할 여지가 다분하다. 교구에서 진행
하는 산상기도회는 성도들에게 건전한 산상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의 야성을 일깨우는 목적을 지닌다.
일년에 두 차례 교구 담당 교역자의 인솔 하에 교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산상기도회 순서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1부는 기도원 예배처소에서 교구 성도들과 함께 찬송과 말씀사경회 시간을
보내고, 교회와 교구를 위한 기도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통성하는 기도시간을 가진다. 2부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로 나뉘어 산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일정시간을 공지하고 약속된 시간까지 자유로이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통상 기도원은 도심을 벗어난 자연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상
기도회를 통해 자연을 벗하는 정서적 안정감과 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시
간활용이 가능하다.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한다면, 이 시간을 별도의 교구 야유회로 활용하여 산상기
도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교구 단합회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7. 기도책자 활용을 통한 기도운동 활성화

수영로교회는 기도국을 통해 분기마다 전 부서의 기도제목을 취합하여 일명 ‘기도무릎’이라는 책자
를 발간하여 배부한다. 교회의 전체적인 기도제목을 한 눈에 살펴봄으로써 교회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 성도의 기도중보화를 꾀하고 있다. 오륜교회는 다니엘기도회에 동참하는 개교회의 기도제
목을 취합하여 기도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더사랑의교회는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책자를 매년 발
간한다. 성도들의 눈 높이에 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도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도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는 사랑의교회이다. 기도집(Prayer Book), 100대 기도제목, 계절별 기도 비전문을 책자
및 기도 인쇄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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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집(Prayer Book)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된 기도집은 개인적 상황을 위한 기도, 교회사역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절기 및 기념일을 위한 기도 등 세부적인 기도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완성된 기도문을
제시하여 기도가 생소한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실생할에 유
용한 개인적 기도문뿐만 아니라 교회사역과 교회절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확대된 기도문을 통해 기
도의 지경을 더욱 넓히기에 유용하다. 분류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2> 기도집(Prayer Book) 세부내용
분류

내용
육체의 질병을 만났을 때
감정(정서)적으로 힘들 때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회복이 더디 이루어질 때
죽음의 문제로 고민될 때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와 미움이 쌓여갈 때

개인적 상황을 위한 기도

실망하고 낙심될 때
가족 구원을 위해
예배하는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부부를 위해
생일을 맞았을 때
임종을 맞이할 때
이사를 하게 될 때
가족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을 때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생겼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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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신앙을 위해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해
신앙이 없는 자녀를 위해
연약한 자녀(육체, 정서)를 위해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군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
멀리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
태중의 자녀를 위해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승리하는 직장생활을 위해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장생활의 기쁨이 사라질 때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
개인적 상황을 위한 기도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실직과 실패로 낙심될 때
새로운 사업,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영적으로 늘 성장하는 삶을 위해
예배생활을 위해
말씀생활을 위해
기도생활을 위해
전도생활을 위해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훈련을 통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공동체(다락방)를 통한 영적성장
교회비전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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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제교류재단 및 WEST사역
목양 사역을 위한 기도
훈련 사역을 위한 기도
권사회 사역을 위한 기도
영성 사역을 위한 기도
은사계발 사역을 위한 기도
북한사랑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목회지원 사역을 위한 기도
정감운동 사역을 위한 기도
예배 사역을 위한 기도
경조부 사역을 위한 기도
예향회 사역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법조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
사랑의전도단 사역을 위한 기도
교회사역을 위한 기도

생명윤리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
전도폭발 사역을 위한 기도
대각성전도 사역을 위한 기도
청년부 사역을 위한 기도
대학부 사역을 위한 기도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기도
기드온 사역을 위한 기도
포에버 사역을 위한 기도
세계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
이웃사랑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
사랑의복지재단을 위한 기도
장애인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
의료 사역을 위한 기도
가정 사역을 위한 기도
국제제자훈련원 사역을 위한 기도
외국어예배부 사역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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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사법부와 공의를 위해
행정부와 각계 공무원들을 위해
경제를 위해
교육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안보를 위해
사회전반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문화변혁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북한을 위해
제사장나라의 소명을 위해
성탄절
종교개혁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성령강림주일

절기 및 기념일을 위한 기도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송구영신
신년감사
광복주일

2) 교회를 위한 100대 기도제목
100대 기도제목은 소책자로 발간하여 신년주일예배 시 전 교우들에게 배부한다. 요일별 기도제목
이 제시되며, 공적으로 새벽기도회 마무리 시 100대 기도제목에 소개된 당일 요일 기도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요일마다 제시된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한 주간 100가지
기도제목의 기도동참이 가능하다. 기도제목은 교회비전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다.
100대 기도제목 활용법은 새벽기도회 혹은 개인기도 시, 손이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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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한다. 또한 매일 한 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5분 이상 기도헌신 하도록 하며, 눈으로만 읽지 말
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기도제목이 끝날 때마다 믿음으
로 ‘아멘’으로 선포하며, 매일 기도 후 책자에 소개된 체크리스트에 표시하여 기도동참에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요일별 제시되는 기도제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표 13> 100대 기도제목 요일별 기도제목

요일
주일

기도제목
살아있는 예배(1-15번)

월요일

제자훈련의 국제화(16-30번)

화요일

복음적 평화통일(31-44번)

수요일

글로벌 인재양성(45-58번)

목요일

대사회적 섬김(59-71번)

금요일

세계선교의 마무리(72-84번)

토요일

마무리 기도(85-100번)

3) 계절별(분기별) 비전 기도문
분기마다 구체적인 교회사역을 위한 기도제목을 주보에 삽지하여 전 교우들이 교회사역을 두고 기
도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한 장(One Sheet)의 주보 크기 인쇄물이기 때문에 개인소지에 용이하며,
성경책에 책갈피처럼 넣고 사용할 수도 있다. 계절별 비전 기도문을 통해 분기마다 진행되는 교회사
역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고, 무엇보다 기도중보에 동참케 하는 목적이 있다. 기도제목은 크게 교회
비전, 개인과 교회사역,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어 제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절별(분기별) 진행되는 교회달력에 맞추어 기도제목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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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도사역에 대한 소결론

정필도는 교회부흥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첫째로 주의 택함을 받은 자가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즉 택함을 받았
으나 아직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원리다. 둘
째로는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믿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
금은 영혼을 추수할 때인 것이다. 셋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
심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
회부터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일하신다. 교회의 부흥은 이 성령사역의
한 부분이다.471

그는 이 성령사역의 모체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 그리고 성경공부으로 보았다. 특별히 기도운동을
강조했는데, 기도운동에는 의논이 필요없는 당연히 할 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했다.472 수영로
교회가 매일 새벽예배를 3번 드리고, 아침 10시 30분 기도회와 매일 밤 9시 기도회, 그 외에도 낮과
저녁으로 드리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기도회는 이 같은 이유를 담고 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성령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
다. 결국 목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성공할 수 밖에 없으며, 진
정한 부흥은 기도부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473
본 장에서 살펴본 기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은 이같은 기도부흥을 꿈꾸는 마중물이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공적예배 순서에서의 기도적 요소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사명자를 발굴해 내
는 것과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통해 강력한 기도의 장을 마련하고, 각 교구별 기도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도의 사각지대 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의 집중력이라 할 수 있겠다. 무엇
보다 기도책자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의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공유하여 전 성도가 기도 후원
자로 동참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부흥을 통해 교회부흥을 꿈꾸기 위함이다.
교회성장은 외적으로 건물과 예산편성, 체계화된 양육시스템 등의 요소가 분명 필요하지만, 내적으

471)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63.
472) Ibid.
473)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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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성장이 병행되어야 참된 부흥과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기도로 무장된다면, 이 같은 영적성장의 촉매제 역할
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한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할임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가 발견한 기도사역의 성공의 성패는 기도에 대한 목회자의 확신과 확고한 목회철학에 기반
하고 있었다. 수영로교회의 금요철야 기도회는 본당 5천 석을 가득 채울만큼 매주 인산인해를 이룬
다. 그러나 초창기 금요철야 기도회는 그렇게 호응이 높지 않았다. 그때 정필도는 결단하기를 나 한
사람만 참석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금요철야를 이어간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그 결과 금요철야
기도회는 날이 더할수록 흥왕해 갔고, 이 같은 기도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기도사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양육체계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상 일별, 월별, 분기별, 연별 기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않다. 핵심은 성령의 역사이다. 기도사역의 성패는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관련 있다. 기도사역이
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연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성
령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기도가 회복될 때 교회는 사명을 깨닫고 영혼구원을 위
해 힘쓰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회복에 집중하여 은혜를 함께 나눈다면 교회의 성장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
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마 16:18, 19) 예
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면서 천국 열쇠라는 기도를 가르치셨다. 결국 교회
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지난 8년간 수영로교회에서의 부교역자
사역을 통해 기도사역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반드시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기
도사역은 포기할 수 없으며, 교회는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기도사역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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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될 것이며, 교회는 보다 힘을 얻고 흥왕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정체와 쇠퇴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자는 일환으
로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의 쇠락의 원인 중 하나는 기도의 간절함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남다른 기
도의 열정과 대대적인 기도운동은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통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의 기도열기는 예전같지 않고 그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자 성장약화의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성경에서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이자 간청,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였으며, 무엇보다 하나
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간구와 중보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기도를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이 치유와 회복, 부흥을 경험했다. 신학자 어거스틴(Augstine)는 기도의 간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
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고,474 루터(Martin Luther)는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
음의 특별한 열심이라고 했다.475 칼빈(John Calvin)은 믿음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기도라 정의하며 기도의 능력을 재차 강조했다.476 지나온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
도의 역사는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
절 성령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2천년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
회부흥은 기도의 역사와 함께 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부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교회의 영적 각성운동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영혼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교회부흥의 초석을 이루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자들을 통한 헌신과 구령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새벽기도

474) Augustine, 「참회록」, 35.
475) Hugh T. Kerr, 「루터신학 개요」, 158.
476) Michael Horton,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240-1.

156

157
회, 금요철야, 특별새벽기도회, 중보기도모임 등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통해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이어져 부흥케 되는 것이다.
기도사역과 교회성장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많지만, 연구자가 발견한 안타까움은 정작 기도를 실행하고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기도를 형식적인 경건생활의 일부로 치부하거
나 체험신앙 없이 성경 지식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여러 이유를 진단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문
제점은 정작 목회자 자신이 기도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통한 응답과 체험신앙이 부재한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사역의 출발점은 목회자의 기도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내 기도사역
으로 연계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기도의 열정만큼 교회는 기도자들을 모집할 수
있고 전반적인 기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사랑의교회, 더사랑의교회, 오륜교회 그리고 부산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을 통해 교회의 성장과 변
화, 부흥에 실제적인 기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산 수영로교회 설문 참가자들이 교회를
다닌 연수와 비례하여 적극적인 기도참여와 기도의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체험을 누리고 있다는 결
과는 교회의 꾸준한 기도사역의 결실로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의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와 헌
금생활, 교회봉사 및 헌신에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기도사역이
교회성장과 부흥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도의 결실을 통해 교회는 더
욱 성장하고 비상하기에, 교회는 기도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사역의 중요한 요소로 확대해야 할 것이
다.
기도사역은 생각만큼 쉬운 영역이 아니다. 기도 시스템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한 역사는 전적인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자칫 기도사역이 인위적인 시스템이나 기도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다면, 이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딤후 3:5; 고전 13:1).
따라서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기도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같은
회복을 통해 기도사역의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것이다. 기도사역은 사실상 성도들만을 위함이 아닌 교
회를 이끄는 목회자를 위한 사역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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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지난 8년 동안 부산 수영로교회에서의 사역은 기도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성장시키
는지의 생생한 현장을 참관했던 시간들이기도 했다. 이는 부산 수영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어디
서나 적용 가능한 사역임을 확신케 되었다. 사례로 언급된 교회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기도사역은
목회자의 의지와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도하는 목회자를 통해 기도사역이 시작된다면, 그
열매와 결실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칫 기도사역의 강조가 교회 내 건전하지 못한 신비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도사역은
분명한 성경적 근거와 올바른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깨우침이 필요하다. 즉 말씀과 기도가 균형감을
갖출 때 건전하고 건강한 기도사역을 가능케 한다. 기도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
인 사역으로 이끄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본 논문을 통해 기도와 교회성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
와 올바른 기도에 도움을 얻고, 기도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도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자는 기도사역에 관한 미진한 연구부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기도사역 분석을 위한 설문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이 되어 정
작 주일학교와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를 섭렵하지 못했다. 둘째,
기도생활과 주일성수, 헌금생활, 그리고 교회봉사 및 헌신의 관계를 언급했지만, 기도생활과 전도의
관계, 즉 기도가 구령의 열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도를 통한 역사는 전적인 성령의 역할인데,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끝으로, 기도사역을 위해 목회자 본인의 기도생활과 역할을 강조했는데, 목회자의 기도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하지 못했다. 모쪼록, 이 같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되고 앞으
로도 기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제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이 기도사역
활성화를 꿈꾸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교회부흥과 성장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서 (한글)

기도 사역을 위한 설문 문항
(해당 문항에 O 해 주세요.)

개인적인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④60대 ⑤70대 이상
3. 수영로교회에 다닌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1년 미만 ②1년 ~ 2년 ③3년 ~ 6년 ④6년 이상 ~ 10년 미만 ④10년 이상 ~ 20년 미만 ⑤20년
이상

수영로교회를 등록한 이유에 대한 질문
4. 당신이 수영로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담임목사의 설교 ②기도훈련 프로그램(새벽기도, 금요철야 등) ③주차와 잘 꾸며진 교회공간 ④대
형교회의 양육체계 ⑤자녀들의 주일학교를 위해 ⑥사랑방의 교제의 친밀함
5. 현재 수영로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①담임목사의 설교 ②기도훈련 프로그램 ③사랑방 나눔의 은혜 ④양육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⑤자녀
들의 신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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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성장의 장애요인/신앙성장에 관한 질문
6.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말씀훈련 ②기도훈련 ③사랑방 나눔 ④말씀의 적용 ⑤사회적, 환경적 요인 ⑥기타
7.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교회 내 기도사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8. 당신이 생각하기에 수영로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입니까?
①말씀 중심의 교회 ②기도 중심의 교회 ③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룬 교회 ④예배 중심의 교회 ⑤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⑥사랑방 중심의 교회 ⑦기타
9. 당신이 생각하기에 수영로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교회 내 기도모임 참여 현황
10. 당신이 알고 있는 수영로교회의 기도사역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①새벽기도(1,2,3부) ②밤 9시 기도 ③금요철야 ④기도의 십일조 ⑤낮산상, 밤산상 기도 ⑥권사기도
회 ⑦주일예배 중보기도 ⑧주일 기도청소팀 ⑨금요철야 중보기도팀 ⑩라파기도단 ⑪에젤기도단 ⑫레
위기도단 ⑬미션기도단 ⑭선교기도회 ⑮여리고 특공대 ⑯특새(특별새벽기도) ⑰기타
11. 당신이 참석하고 있는 기도모임은 무엇입니까? 참석하는 기도모임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복수응
답 가능).
①새벽기도(1,2,3부) ②밤 9시 기도 ③금요철야 ④기도의 십일조 ⑤낮산상, 밤산상 기도 ⑥권사기도
회 ⑦주일예배 중보기도 ⑧주일 기도청소팀 ⑨금요철야 중보기도팀 ⑩라파기도단 ⑪에젤기도단 ⑫레
위기도단 ⑬미션기도단 ⑭선교기도회 ⑮여리고 특공대 ⑯특새(특별새벽기도) ⑰기타
12. 당신은 주중에 수영로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모임을 평균적으로 몇 회 참석하십니까?
①주 1회 ②주 2 ~ 3회 ③주 4 ~ 5회 ④주 6회 이상

161
13. 당신은 기도모임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4. 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시간이 없어서 ②건강과 체력상의 문제로 ③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④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⑤
기도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 ⑥기타
15.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기도응답을 위해 ②신앙의 성장을 위해 ③주위 권유로 인해 ④습관적으로 ⑤기타
16. 수영로교회를 통해 기도에 대한 도전 및 실제적인 기도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17. 당신이 경험해 볼 때 수영로교회 기도참여가 개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8.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 동안 하십니까?
①5분 ②10분 ③20분 ④30분 ⑤40분 ⑥50분 ⑦1시간 ⑧2시간 ⑨3시간 ⑩4시간 이상
19. 당신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①가정에서 ②교회에서 ③사랑방모임에서 ④직장에서
20.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①묵상으로 기도하듯이 속으로만 한다. ②나의 귀에 내 기도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다. ③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④찬양을 부르며 기도한다. ⑤때에 따라 다르다.
21. 당신은 기도모임에 어떤 자세로 참여합니까?
①기도하기 위해 참석한다. ②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③특별한 감흥없이 그저 그렇다.
22. 당신은 개인과 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①매일 한다. ②종종 한다. ③생각날 때만 한다. ④전혀 안한다. ⑤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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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신은 담임목사님과 교역자와 중직들, 그리고 교회사역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①매일 한다. ②종종 한다. ③생각날 때만 한다. ④전혀 안한다. ⑤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24. 당신은 세계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①매일 한다. ②종종 한다. ③생각날 때만 한다. ④전혀 안한다. ⑤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25. 당신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①매일 한다. ②종종 한다. ③생각날 때만 한다. ④전혀 안한다. ⑤교회에서 기도시 한다.
26. 당신의 기도생활이 주일성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7. 당신의 기도생활이 십일조, 감사헌금 등 헌금생활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8. 당신의 기도생활이 교회봉사와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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