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 2019년

3월~5월

1. 사랑의교회 비전(G’LOVE)
■ 사랑의교회가 환락과 물질주의에 빠진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생명나눔, 은사나눔, 사명나눔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 올 때도 사랑의교회는 조금도 요동함 없이 한 영혼을 위한 목회철학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향한 절대 소망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광풍처럼 불어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 결코 꺼질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 오정현 목사님께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 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덧없는 것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광휘를 드러내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반포대로 121번지 안아주심의
본당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작은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개인과 교회
■ 사랑의교회가 1세기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아 21세기의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공동의회(3월 11일)를 통해 교회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무거운 것들이 풀리는 단초가 마련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 본질적인 사명 중심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 제113기 CAL세미나(4월 1일~5일)와 계속되는 제114기 미주 CAL세미나(4월 29일~5월 4일)에
참석한 모든 국내외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의 본질을 깨달아 온사람 목회철학으로 교회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기경하게 하시고 모든 지역교회와 세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 제17차 봄특별새벽부흥회(3월 11일~16일)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거룩한 기도의 정병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인생의 새 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랑의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영가족들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으로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의 거룩한 문화로 자리매김한 토요비전새벽예배를 통해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마다 영적 기품이 넘치는 명문 가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자리를 통해 다음세대에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어 모든 가정마다
은상가은(恩上加恩)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
■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세상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점점 해체되어 가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불어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 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토의 땅에 따뜻한 봄 동산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4. 열방과 세계선교
■ 예측할 수 없는 세계화 시대이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있는 일터 선교사들을 통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가장 청렴한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는 국가, 영적부국강병을
이루는 국가가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쓰임 받게 하옵소서.
■ 폭압의 정권과 정치적 혼란, 가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히시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 중국선교의 관문인 대만선교가 사랑의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꽃피게 하시고 그로 인해 중화권
선교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국 유니언 신학교와 러닝 커뮤니티와의 동역을 통해 쇠퇴하는 유럽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사랑의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 선교지들마다 생겨나고 있는 이단들과 신흥종교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적 대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만능사상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와 백성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도록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한 기름부음으로 채워주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