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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HOP 이란 무엇인가? 

1. 연혁 및 비전  

국제 기도의 집은 1999 년 5 월 하루 13 시간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그 해 9 월 19 일에 지금과 같은 

24 시간 모델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루 24 시간 끊임없는 찬양과 중보기도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미국 캔사스시디에 있는 국제기도의 집(IHOP)은 일년 365 일을 쉬지 않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감,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그리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사역의 

기초로 삼는 선교 본부이다. 

우리는 지상 최대 명령에 대한 부담을 안고 금식과 기도하며,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서 

유례없는 역동적인 마지막 때의 교회를 준비시키는 선두주자의 삶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의 집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기도의 집을 세우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선교 본부의 핵심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던 안나와 찬양대원을 조직하여 하루 

24 시간 매일 33 년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다윗과 같이 하루 24 시간 매일 

경배와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 (눅 2:37, 대상 23;1-25:31) 

우리의 비전은 세례 요한과 같이 ‘켜서 비취는 등불’로 삶을 드리며 헌신된 삶을 사는 수천명의 

중보 선교사들을 양성시키는 일이다. 선두주자 메신저로서 중보 선교사들을 양성시키는 일이다. 

선두주자 메신저로서 이들의 삶과 목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한국인 사역부의 비전은 

금식된 삶의 방식을 살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불타는 그리고 빛나는 등불이 되어, 마지막 때에 

펼쳐질 매우 특별하면서도 역동적인 역사를 한국 교회가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천명의 전임 중보 선교사들과 선두주자 메신저들을 양성하고 있다. 

한인 1 세대와 2 세대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하여 1 세대가 받은 영적 기업과 유산을 

2 세대에 전하며, 두 세대간의 연합을 통한 통일 한국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섬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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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합 리더십과 한국인 공동체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을 허물어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2. 기도와 선교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대 추수의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 즉각적으로 성령님은 

역사상 가장 큰 기도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다. 

마 24:14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됨 

암 9:11 다윗의 장막 

행 15:16-17 

마 23:39 이스라엘 멘데이트 

3. 핵심가치 

1. I – Intercession based on Intimacy (친밀함에 기초한 중보기도의 삶) :국제기도의 집에 

방문하는 분들이 언제나 묻는 질문 중의 하나는 어떻게 젊은이들이 24 시간 쉬지않고 

365 일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을 위한 좋은 예배팀이나 음향시설 그리고 좋은 

말씀이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불길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필요한 것은 

연료인데 그 연료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며, 그것이 이 젊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국제기도의 집의 디렉터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루 8 시간씩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성경공부를 하면 할 수록 영이 마르고 지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요 5:39-40 의 말씀으로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다.  지식적인 자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자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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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에대해 강조하게 되었다.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선 순위에 놓는 기도인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를 알아야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주신 그 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다. 

사역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가능케 될 것이다.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첫계명의 회복을 자신의 소명으로 아는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알 때 예배가 깊어진다.  그분에 대한 존귀와 가치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이곳 국제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늘 강의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키며, 

이런 친밀감에 근거한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   

2.  H - Holiness of Heart/Sermon on the Mount (거룩한 마음/산상수훈적 삶) : 기도운동을 하는 

우리들의 삶에 진실한 거룩한 열매,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산상수훈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아이합의 찬양 

인도자 중의 미스티라는 자매가 있는데, 아이합 초창기에 24 시간 기도 시간 때 중에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새벽 2 시부터 6 시까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배하기로 자원했다. 그 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그녀에게 “10 년 동안 고개를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한 분 청중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조언했다. 10 년 후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청중이 

없는 그 밤에 한 분 청중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10 여년 드린 후, 아이합에서 매년 연말에 

하는 “Onething Conference”에서 2 만여명 앞에서 그녀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흥분했지만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루하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사역에 촛점을 

맞추자 사람의 숫자는 비슷비슷 하다는 것이다. 그 후 그녀는 다시 6 개월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초심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과 마음에 

거룩함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한 분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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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 - Offering to the Poor/Simple Life (가난한자들과 나누는 삶/절제된 삶):모든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모임말고,  일대일로 하는 기도의 

삶이 안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선택이 많아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삶은 가난을 고집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한 

것을 얻고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 놓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딤전 6:8)”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 외에 것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메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율법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탐욕의 영인데, 이 영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후회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내려 놓을 것을 내려놓는 삶으로의 초청이다. 

4. Prophetic/Prevailing Faith (예언적/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 예언적인 믿음은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삶을 예로들 수 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13 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무 때든지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다. 다윗이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기에 보면 시글락의 

시기가 있다. 다윗과 그 부대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긴 상황이 된다. 더우기 자신의 부하들조차 자기를 죽이려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순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다.(삼상 30:6)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노래이시며,나의 힘이 되신 

영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밖에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시 18:1-2)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결국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 왕이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아갔던 것이다, 하나님의 리더쉽은 완전하시다. 나의 삶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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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리더쉽은 완전하시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이 일어나나라고 

생각할 때,  나의 실수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가르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으로의 초청인 것이다. 

 

II. 24/7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영적전쟁을 위한 주의 성벽에 

파숫군(중보 기도자들)을 주권적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 중보 기도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주야로 예배와 중보기도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탄생전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진 첫번째 파숫군의 예로 안나가 있었듯이(눅 2:36-

38), 성령님은 예수의 재림에 앞서 안나와 같은 중보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신다(사 62:6-7). 

주야 기도는 한 도시의 기류를 바꿀 수 있으며, 어떠한 권세도 주야 기도로 인한 예수님의 그 

도시에 대한 신속한 공의(정의)를 막을 수 없다. 주야 기도가 왕성한 곳에 큰 부흥(정의)이 

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주야)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정의, 공의를 

가져오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눅 

18:7-8) 

  

   주야 기도는 교회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한 부분인 하나님의 

정의를 이끌어 낸다(계 12:10). 안나는 하나님을 금식과 주야기도로 섬기며, 과격한 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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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본보기다(눅 2:37).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과부들에게 부끄러움없이 이러한 소명에 

초청했다(딤전 5:5). 

  

   하나님의 공의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인 심판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구속)하신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병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치유라든지, 

영적수확을 위한 부흥이라든지, 분열에 대한 심판인 연합, 죄의 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인 

거룩함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주야 기도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의와 사회 개혁의 문을 열어주는 개념을 주야 기도에 연결시키신 첫번째 

분이셨다. 주야 기도를 통해 사회 개혁을 구하려 했던 것은 사회 개혁의 역사에 있어 둘도 없는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신속한 공의의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도시들에게 주야기도를 요구하신다. 

  

 

III. 성경적,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 구속받은 자의 정체성  

   구속받은 자의 영원한 정체성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지역에서 그의 기도의 집으로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이나 도시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보고 계신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 56:7) 

계시록 4-5 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것에 따라 세워진 천상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계속적이고, 음악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다. (계 4:8, 5:8-9, 14: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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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받고 싶어하시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예배받고 싶어하신다. (마 6:10) 인간의 영은 음악적이다.  기름부으심 

받은 음악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고, 우리를 연합시킨다. 우리가 노래할 때, 같은 분을 노래 

함으로 같은 시간에 많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정의의 기반은 밤낮으로 하는 기도안에서 세워지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뻗어나가는 것으로 

넘치게 된다.  예배와 기도는 촛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다.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Justice)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7-8) 

2.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에 대한 요한의 예언 (계 22:17) 

계시록 22:17 은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의미있고 정보가 있는 예언적인 묘사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성령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신자들에게 

능력안에 다시오실 예수님을 위한 중보자와 신부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예언에서, 요한은 어떻게 교회가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 1)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2) 

중보에 참여하며 3) 신부의 정체성을 세우고 4) 추수에 효과적이 됨으로써 이 일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 22:17)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능력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다 (롬 8:17).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왕이고, 열망을 갖고 있는 신랑이다. 그는 단순히 왕국의 종업원이 아닌 관계를 찾고 있는 

중이다. 

 신랑의 메세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 그의 아름다움, 그의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과, 집과, 

보좌와, 비밀과 아름다움) 헌신, 그리고 그를 감동시키는 온 마음을 다한 사랑(순종)으로서의 

우리의 반응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과 열정을 경험함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일을 가치있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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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하고 싶어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이해함에 있어서 육적인 뉘앙스를 거부한다. 

(그분은 우리의 남자친구나 애인이 아니다) 

 

3. 마지막 때 예배운동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는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 지구적인 차원을 뛰어 넘는 마지막 때의 예배 운동에 대해 

썼다. 그의 예언은 관계적-신랑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사 54:5, 62:5) 음악적(사 24:14-16, 26:1, 

27:2,30:29,32, 35:2,10, 42:10-12, 54:1), 계속적 (사 62:6-7), 지구적 (사 24:16, 42:10-12), 그리고 선교적 

(사 54:13-14, 62:6-12, 마 28:19)으로 예언하였다.  

  이사야는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의 남편임을 선포하였다. 그는 신랑인 하나님인 것이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 우리의 신랑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드러내는 노래인 것이다. (사 54:4-12, 62:2-5, 렘 2:2, 3:14, 31:32, 겔 16:13-15, 32, 23:1-45, 호 1:2, 2:7, 

14-23, 3:1-5, 마 9:15, 22:1-14, 25:1-13,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9, 21:9, 22:17)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사 54:5) 

  이사야서 54 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풀어질 것을 보기 전에 노래되어질 마지막 때 

예배운동에 관한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개종이 있기 전에 그들이 노래하도록 

부르고 있다.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사 54:1, 3) 

  이사야 42 장에서 이사야는 지구적인 중보 예배운동(10-12 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13 절), 

그의 마지막 때 심판을 풀어놈(14-15 절)에 관하여 예언한다. 게달과 셀라의 마을은 요르단(셀라)과 

사우디 아라비아(게달)에 있는 이슬람 마을들이다.  

10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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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예수님의 재림)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사 42:10-13) 

이사야는 마지막 때 기도운동의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연결하고 있다. 62 장 4-

5 절의 신부에 대한 계시는 6-7 절의 24/7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다.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중보자)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4-7) 

 

요약 : 성령님은 교회가 마지막 때 대 사명(잃어버린 영혼을 얻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을 성취하기 위한 계속적인 기도로 함께 동역하자고 부르고 있다. 추수를 위하여(FOR), 

음악으로(WITH),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FROM) 되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기도모임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개입을 

포합한다. 

 

4. 주야기도의 역사 

a. 이집트(300 년경) : 7 만명의 크리스찬들이 수도원에 모여 주야기도를 하였다. 이것이 

아일랜드 뱅공의 기도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b. 아일랜드의 뱅골 (555 년) : 3 천명의 수도사들이 선교의 열심으로 300 년이 넘는 

주야기도를 행하였다. 모든 유럽과 독일 헤른헛 기도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c. 프랑스의 클래르 바우스 (1120 년) : 카톨릭 수도사 버나드는 7 백명 수도사들과 함께 

클래르 바우스(빛의 계곡)라는 계속에서 수십 년 동안 하루 24 시간의 기도모임을 했다. 

이것이 전 유럽에 걸쳐, 표적과 기사를 통한 역동적인 전도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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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독일의 허른헛(Herrnhut, 1727 년) : 카운트 진젠도르프의 지도 아래 헤른헛 (주의 지키심) 

이란 곳에서 120 년이 넘는 주야기도로 유럽에 기독교 첫 선교사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모라비안 (Moravian) 운동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다. 

e. 한국의 서울 : 여의도 순복음 교회 뿐 아니라, 수 많은 한국 교회에서 선교의 열심과 함께 

지난 30 년간 주야 릴레이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18th Century – Moravian Movement of Prayer and Missions 

On August 13, 1727,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on a group of young refugees living in 

Germany under the leadership of Count Niklaus Ludwig Von Zinzendorf. Within two weeks of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this community known as the Moravians, twenty-four men 

and twenty-four women were mobilized to each pray for one hour a day, thus cover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heir motivation was to “keep the fire burning on the altar continuously 

that it might not go out” (Lev 6:13). 

This prayer meeting would last over 120 years and stir these young Moravian men and women 

into radical missionary activity. Some in this young community would eventually even sell 

themselves into slavery in order to preach the gospel to unreachable slave colonies. Through 

their sincere devotion to Jesus in the place of prayer and, subsequently, missions, this prayer 

movement that God raised up among the Moravians would touch the ends of the earth and 

redefine Christianity in the 18th century and beyond. 

19th/20th Century – Student Volunteer Movement 

Then, in the 19th century, following the 1857 Great Prayer Revival, God again stirred up a group 

of young men in North America under the leadership of D.L. Moody, A.T. Pierson, John R. Mott, 

and others who launched a new movement of prayer and missions that would come to be known 

as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This movement would challenge young adults to give 

themselves to the place of prayer and to full-time missionary service. The challenge that the Lord 

had cast before them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By the end of the movement in the mid-20th century, over 100,000 students were mobilized to 

prayer for the nations by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with over 20,000 of these launched 

into the foreign mission field. Many of the young adults that would be sent to the nations through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would eventually lay down their lives in foreign lands for the 

sake of the gospel going forth throughout the entire earth. 

21st Century – Global Prayer Movement 

Today, a new breed is arising all across the earth that is refusing the status quo of religion to 

embrace an authentic, biblical faith firmly rooted in intimacy with Jesus. No longer are they 

satisfied to live from the emptiness of frenetic activity, but energized by love and intimac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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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They are recklessly abandoned to see the purpose of God birthed in this generation. 

Presently, God is beginning to change the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in this 

generation. An army of leaders are beginning to march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to plant prayer 

furnaces that transform communities, finish the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and prepare the 

way for Jesus to return to the planet. 

 

IV. Model  

1. 하프 & 보울 (Harp & Bowl) 모델 

하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서 예배를 받으시듯 이 땅에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요한 계시록은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분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에배할 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하프(거문고)와 보울(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끊이지 않는 천상의 심포니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하프(거문고)는 하나님의 음악과 찬양, 하나님을 에배한는 것을 말하며, 보울(금대접)과 그 

안의 향은 성도의 중보 기도들을 의미한다. 

그 두리마리(책)를 (예수님이)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보울)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 

우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심장부는 기도 사역에 있다. 이 사역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땅과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이 그 

책을 펴며 인봉을 떼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통치의 중심지(The Center of Government)에서 주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이다. 예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의 대접이 가득차도록 되어있다. 이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현실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찾고 앞당기라고 권면한다. 그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앞당기고 속도를 내게 하라고 말한다.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너희가 어떤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벧후 3:10-12)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그 날을 앞당길 것이고 또한 거대한 계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신부인 교회(성고)가 기도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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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가 예배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중보 (주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실 것에 동의함)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찬양(Harp)의 영은 기도 

(Bowl)에 날개를 달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중보 예배의 하프 &보울 모델”이라 부른다. 하프 

&보울 모델은 이렇나 성경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여, 회중들이 즐겁게, 오랜시간 (하루 24 시간, 

일년 365 일)을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모델이다. 

2. GPR 과 5 개의 기도의 집 비전 

국제기도의 집은 주된 사역은 다윗의 장막에 영감을 받은 24/7 기도실이다.  (대상 23:5;25:7). 

다윗의 장막에는 288 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4,000 명의 음악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전임사역자로 고용되었다. 24/7 의 시간표는 하루 24 시간을 12 로 나누어 2 시간 

간격으로 기도회가 진행된다. 

성경은 밤낮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을 완전히 풀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눅 18:7-8, 사 62:6-7).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모든 사회의 각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위해 기도한다. 

3. ANPR 

a) 열방을 위한 기도 

b) 각 열방의 기도 운동을 돕고, 격려하고, 서로 연합하게 한다 

c) IHOPU 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 

d) 각 열방으로 파송한다. 

 

V. Praying Church Movement & Campus Prayer Movement 

1. 기도하는 교회 와 대추수  

   성령님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기도전략을 세우고 계신다.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에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기도 운동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기도는 새로운 선교사 운동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상 최대 명령의 세가지 주요한 측면들인 복음선포, 구제활동, 기도중에서 

그동안 기도의 측면은 게을리 되어 왔지만,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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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대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현재, 전세계의 

인구증가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다. 마지막때는 악도 최고조에 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도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오히려 대추수를 

위해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중보 기도에 기쁘게 동참하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The Great Commission)이 완성될 것이다(마 24:14).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사 56:7).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이름인“기도의 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공생애의 

기간동안에 행하신 성전정화 사건(마 21:13) 때도 이사야에서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셨음을 보게 된다(마 21:13).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기도의 집”이라고 선포하셨다. 

이것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기도로 교회가 역사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의 집(교회)에서 그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역(기도의 집 사역)으로 

초청하셨다. 기도의 집 사역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단에 국한된 사역이라기 보다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범 도시적 사역이다. 기도의 집은 다윗과 같이 주의 거할 

처소를 갈망하는 사역이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 132:1-5) 

  

   기도의 집 사역은 한국에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사 중 하나이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사가 다양하겠지만, 특히 한국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은사를 주셨음은 분명하다고 

본다(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등등). 기도의 은사는 기도의 집 사역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적의 조건이다. 

  

2. 기도하는 교회들의 연합을 통한 24 시간 기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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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교회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기도 운동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기도 전략을 세워, 

대추수에, 전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수확을 거두실 것이다. 예수님은 현재 안나와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누가복음 1-2 장에 나오는 드라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그의 아들을 처음으로 보내게 되는 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번째로 어떻게 그 자신(예수님)을 보낼 것(재림)인지에 대한 마치 본 

결혼식에 앞서 진행되는 드레스 리허설과 같다. 안나와 베다니 마리아의 기름부음은 나이와 

성을 초월한다. 열방의 진동은 이미 시작됐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온 땅은 종말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 기도의 집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순간의 유행이 아니며, 우리에게 절박함을 가져 

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24 시간 기도의 용광로는 안나와 마리아와 같은 부름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최고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많은 도시가 결국, 다윗 

장막의 영으로 하루 24 시간 예배를 드리는 도시적 차원의 기도의 집을 세우리라 믿는다(암 

9:11-12; 사 56:7; 마 21:13; 슥 8:18-21; 12:10; 계 5:8; 등등). 

 

4. Campus Prayer Movement (Luke 18) 

 In light of Luke18 Project’s vision to raise up young pioneering leaders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to plant prayer furnaces, you might begin asking yourself the question, “Why college 

campuses?” It may not be initially evident why we would choose to focus our efforts and our 

energy on establishing prayer furnaces on the college campuses. Yet, the Lord has given us this 

strategy to fulfill our mission, and we believe that in His help, a generation of young leaders will 

be thrust into the hardest and darkest places of the earth with the vision of evangelizing the lost, 

discipling the nations, and praying back the King. 

The worldviews that are settled in their minds during these years will shape the next several 

decades of culture, business, government, family, media and society both in our nation and the 

nations of the earth. At the present moment, the worldviews being written upon the minds of a 

generation are doctrines of demons filled with deception. 

However, we believe that the Lord desires to touch college students all throughout this nation. 

Just has He has in past generations, we believe that He is again stirring hearts of small bands of 

young men and women to begin gathering together to cry out in prayer for their universities and 

their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is, we believe that the Lord will be faithful to work in the 

way in which He has before throughout history, by visiting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throughout our nation with a spirit of revival bringing an entire generation face to face with the 

truth of Jesus Christ. 

These college students that are born again, trained and discipled in the midst of vibrant praying 

communities on universities across America, will stand in a unique place to impact the glob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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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spel of Jesus. An entire generation of leaders—cultural, social, political, family, economic, 

etc.—will have been gripped with the truths of Christianity. 

Just like throughout history, we believe that these communities on college campuses will again 

become a greenhouse for pioneering leaders who will be sent out into the hardest and darkest 

places of the earth. These young adults will give their lives to see the exaltation of Jesus and the 

proclamation of His word to the ends of the globe. It is to this end that we at Luke18 Project seek 

to partner with the Lord in our small way, to call forth, equip and strengthen college students to 

plant prayer furnaces on their campus. 

 

• 부록 – 교회 역사에 나타난 기도운동 

• IHOP 을 추천하는 단체와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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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합의 현재의 사역 

 

     a. 하프&보울 모델을 통한 24 시간 기도실 운영 

  

     b. 선두주자 사역학교 (Forerunner School of Ministry) 

         선두주자 사역학교는 캔사스 시 국제기도의 집(아이합)을 섬기는 전임 신학교다.     

         주야기도의 실제가운데 신학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서구 세계에서의  

         신학 훈련을 재정의하며, 현 시대의 위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c. 선두주자 음악 학교 (Forerunner Music Academy) 

         선두주자 음악학교(FMA)는 기교적으로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영적 대추수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해하는 예언적 기름부음으로 사역할 연주자와 싱어들을 훈련시키는 데 헌신된  

         전임 음악학교다.    

  

     d. 어린이 사역 센터 (Children's Equipping Center) 

         어린이 사역 센터는 부모들과 지도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아이합의 주요 기둥     

         사역중의 하나로 주야기도, 예배,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실재와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양육, 준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 한가지 (Onething) 

         한가지(onething) 사역은 아이합 선교본부의 사역중의 하나다.  사역의 초점은 젊은  

         청년들이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오직“필요한 한가지(눅 10:42)”를 그들의 삶의 초점으로     

         좇도록 이끄는 데 있다. 

  

     f. 요셉의 사람들 (Joseph Company)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창 45:5);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새로운 초강력의 질서를     

        가져 오기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전환을 일으키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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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은 인격자였으며 동시에 훌륭한 사업가였다. 요셉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대상 12:32) 하나님의 광대한 전략을 이해하고 있었던 예언적인 사람  

이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g. 선두주자 미디어 부서 (Forerunner Media Group) 

        아이합의 메세지를 음악, 서적, 방송매체및 행사를 통해 선포함 

  

     h. 하나님의 정의 운동/아웃리치 (Outreach)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 헌신된 아웃리치로, 집없는 자들을 돕는 일(Hope City), 입양을     

        홍보하고 돕는 기관(Hanna’s Dream & Zoe Foundation), 인신 매매로 고통당한 자들을  

        돕고, 이들을 섬기는 일(Exodus Cry), 낙태 반대 운동(Bound4Life)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i.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 (Israel Mandate)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김 

  

     j. 치유및 예언 사역 (Healing & Prophetic Ministries) 

        아이합내의 치유사역팀이 육체적 질병과 내적인 연약함에 대한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로  

        사역하며, 예언사역팀은 교회에 덕을 세우며, 성도를 권면하는 건전한 예언이 되도록  

        아이합이 규정한 원칙에 준수하여 사역하고 있다. 

  

     k. 각종 인턴십 

        (a) 청년 한가지 인턴십 (Onething) - 연령:18-25. 6 개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6 개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좇을 수 있는  

         예언적 부르심으로 청년들을 이끌어 준다. 공부과정에는 아가서,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배와 중보기도, 예언, 선두주자 메세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 전도, 임재기도, 그리고  

         마지막 때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인턴들은 아이합 공동체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양육과 멘투어도 받게 된다. 

  

        (b) 철야의 불 인턴십 (Fire in the Night) - 연령:18-30. 2 개의 과정 (각각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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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야의 불 프로그램(FITN)은 각각 3 개월로 나눠진 2 개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과정은 기본적과정이며, 두번째 과정은 그리스도의 신부, 선두주자 메세지, 철야의 불  

         주제들등의 부가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 매일의 스케줄 가운데는  

         자정부터 새벽 6 시까지 하는 기도실 시간이 포함하고 있다. 

  

        (c) 시므온 그룹 인턴십 (Simeon) - 연령:50 세 이상. 2 개의 과정 (각각 3 개월). 

         이 프로그램은 3 개월에서 6 개월 훈련 과정으로, 이미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에서 깨닫게 될 수도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d) 인트로 투 아이합 인턴십 (Intro to IHOP-KC) - 연령:제한없음. 3 개월 혹은 

6 개월 과정 이 프로그램은 두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아이합 선교본부의 

기본메세지를  

         이해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돌아가 기도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택하는 총 

3 개월 과정(트랙 1)과, 두번째로 트랙 1 을 마치신 분들 중에 아이합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3 개월(트랙 2)을 더 하게 되어 총 6 개월의 과정. 

  

     l. 청소년 여름 캠프 (Awakening Teen Camp) - 연령: 만 14-17 세. 

        청소년 여름캠프는 여름 방학기간 중 3 주동안 청소년들에게 예언적 예배, 중보,  

        예수님과의 친밀함등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개 과정이 있으며, 제 3 의  

        과정에는 아이합의 모든 분야에 부가적인 리더십 훈련과 체험을 제공한다.   

  

     m.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김 

         각종 컨퍼런스(Onething, 예수님을 향한 열정 집회, 리더십 세미나, Commission 등)를  

         통해 우리의 영성에 대한 자원과 자료들을 나눈다. 

  

     n. 복음전파(Evangelism) 

        캔사스 시티뿐 아니라, 미국내 주요 도시에 전도팀을 파송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Forerunner Evange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