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랑의교회 비전(G’LOVE)

■  사랑의교회가 헌당감사예배를 통해 은혜의 저수지와 사역의 병참기지로 준비되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질서를 잡는 영적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거룩한 

인프라, 글로벌 플렛폼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 체험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십자가를 통해 바벨탑처럼 높아진 모든 

인간의 사상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사랑의교회에 주신 영적인 대반전이 이 세상의 영적 

대변혁으로 이어져 제2의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예배가 복음의 진수가 선포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칠어졌던 

마음들 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으로 변화 

되게 하시고 모든 영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위해 시작한 CAL 세미나가 21세기에는 국제화된 CAL 

세미나로 한 차원 비상하여 쇠퇴하고 있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과 함께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 섬기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렘 33:2)의 역사로만 가능하오니 애끓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교회의 

부르짖음을 통해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해 주옵소서.

 2. 개인과 교회

■ 헌당을 통해 주신 경축의 은혜가 사랑의교회 영가족 모두에게 스며들어가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되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사랑의 증거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온 성도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이 되게 하시고, 헛된 

것에 낭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며 주님께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모든 영가족들에게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고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 여러기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매일의 삶에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의 여름 수양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정규군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혈통이 계승되어 수선대후(守先待後)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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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 파송되는 89개의 해외 단기선교 

팀(1,356명)과 35개의 국내단기선교 팀(887명)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3. 나라와 민족 

■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민족의 역사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하옵소서. 

■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나라 안팎의 여러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단기적인 공약과 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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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최악으로 치닫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 북한 지도자들의 

모든 악행과 극단적인 방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사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거룩한 그루터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 이념과 계층과 세대가 갈등하는 프레임에 갇혀 숨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의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섬기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4. 열방과 세계선교 

■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이 보호받게 하사 눈물의 기도의 강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교전략을 개발하게 하셔서 세계선교의 마무리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 자연재해와 전쟁, 가난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방에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온 땅에 생명의 복음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 미•중의 무역 갈등으로 약소국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화의 거대한 잠재력인 중국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 열방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쾌락과 물질만능사상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와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각 

민족과 나라들 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