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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Room Ⅷ. 
마음의 포기를 이기는 믿음의 기도 

 
 

1.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왜 기도가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있을까?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영적 원리가 있다.  
 

[마태복음 12:34-35]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기도와 함께 언급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범사, 쉬지말고’ 라는 것은 모든 순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다.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2. 마음의 태도는 마음의 자리이다. 

기도가 시작되는 마음의 자리가 중요하다 (마음의 태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가? 부정적 자리, 불평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서 기도할 것인가? 교만의 자리에서 기도할 것인가? ‘자리’는 그릇이다. 
마음의 그릇이다. 어떤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 기도가 응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3. 육체와 사탄 -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탄 
 
* 사탄의 캐릭터 _ by Derek Prince 
 
(1) Entice - 꾀는, 어떤 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 어떤 일이든 그냥 하는 일은 없다. 누군가 명령을 하는 것이다. 
(2) Harass - 괴롭히는 / 사탄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괴롭힌다. 괴롭힘의 결과는 분노이다. 절제를 잃는 것이다. 
 
(3) Torment - 고통 (영적으로 고통을 준다)  

영적인 고통 :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구원은 분명하지 않다.  
감정의 고통 :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 고통을 준다. 
육체의 고통 

 
(4) Compel - 강요하다 / 강요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압박 
 
(5) Enslave (to force someone to remain in a bad situation) - 어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해서 마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노예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중독이라 한다. 그래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강요적’ 캐릭터와 함께 온다. 그래서 중독은 영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6) Defile - 때가 묻다, 더럽다 / 사탄은 사람 스스로 자신이 더럽다고 여기게 한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속에 스스로를 더럽게 
여기는 생각과 감정을 주입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와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7) Deceive – 속이다, 기만하다  
 

[디모데전서 4:1]  

1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1 the Spirit clear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abandon the faith and follow deceiving spirits and things taught by demons.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씀을 보라. 사탄의 영은 속이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 목적은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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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ke people weak, sick, tired (kill)  
사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피곤함, 연약함, 아픔을 준다. 그래서 나약하게 만든다. 불평하게 만든다 (만성피로감. 모든 것이 피곤하다. 

말씀 보는 것도 피곤하다.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다). 정말 그럴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tv를 한 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는가? 말씀을 10분만 봐도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 무엇인가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육체의 
현상이라 받아들이지 마라. 새벽 2시에 tv를 보는 것은 피곤하지 않고, 말씀을 10분 보는 것은 피곤하다. 점검해야 한다.  
 
4. 감정과 태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사탄의 캐릭터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육신’과 사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화가 날 
수 있다. 그것은 연약한 육신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화가 날 경우가 있다. 사탄의 영향력 
일 수 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 마음의 자리(태도)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정적, 분노, 실망의 마음의 자리는 
결국 마음속에 믿음을 잃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일이 포기이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기쁨과 
감사 사이에 있다. 너무 중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릇에서 응답은 시작된다.  
 
5. 말씀에 기초한 마음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며, 즉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영향을 받은 육체의 마음 소리, 사탄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다.  
 
*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태도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이다. 말씀과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사람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탄의 캐릭터에 속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함을 지킨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염려는 두려움을 낳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은 사람이다.   
 
6.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 4:23-24]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23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불안과 흔들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 뜨리려 한다.  
 
(1) 가장 강력한 마음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절대적 위치이다)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는 절대적 위치의 마음이다.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다.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지는?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너는 결국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2) 내 기쁨에 동참하라 - 달란트 비유  

주인의 마음을 보라. 결국 흔들림 없는 성실한 청지기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들이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다. 마지막 그들이 들었던 
칭찬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한 것이다. 마음을 지킨 자가 결국 주인의 마음을 안다. 그 사람이 결국 응답받는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 안에 담겨진 엄청난 기쁨을 보는 것이다.  
 

[마태복음 25:21, 23]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7. 절대적 자리에 서라 -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그 절대적 자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이다.  

‘절대적으로 감사의 자리에 서라’ -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마라. 
‘절대적으로 기쁨의 자리에 서라’ -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마라. 
‘절대적으로 긍정의 자리에 서라’ -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마라.  
(믿음이 사고방식이 필요.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신뢰의 자리에 서라’ -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마라. 

 
8.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승리의 비결이다. 모든 출처와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