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사역을 위한 집중비전기도
“사랑의교회여! 섭리의 신비로 사역하라”

1. 사랑의교회 비전(G’LOVE)

■ 사랑의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사랑의교회가 물 댄 동산의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한 이 민족을 위한 치유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끝까지 

쓰임 받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에 허락하신 영적 병기인 제자훈련을 통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가는 사명, 끝까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통해 제자훈련의 표준과 길을 

제시하여 천하의 인재(人才)를 모으는 영적 집현전이 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영가족들이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강력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수선대후(守先待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 사랑의교회의 겨울사역이 뒤쳐진 사람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살벌한 세상을 향해 ‘서로 함께’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 담임목사님에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국내외 어디서든 사명의 씨앗이 

뿌려진 현장마다 영적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시대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맞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집필하게 하옵소서.

2. 개인과 교회

■  매일의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토요비전새벽예배가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 온 교회가 신수성가(神手成家)의 은혜로 넘실대게 하옵소서.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똘똘 뭉쳐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게 하옵소서.

■ 지난 제115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통해 200여 명의 중화권 사역자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제자훈련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섬기는 각 지역과 세계 각지로 다시 파송되었사오니, 

제자훈련 사역에 오롯이 헌신하게 하셔서 열방에서 온전한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제44기 제자훈련, 제31기 사역훈련, 제64·65기 전도폭발훈련의 모든 수료생들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의 높은 고봉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후 

2019년 12월~

2020년 2월



■   2020년 제자훈련(제45기), 사역훈련(제32기)을 준비하는 예비된 자원들이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확신과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며, 교회의 본질과 건강성이 유지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   가나 제자훈련컨퍼런스(2월 4일~7일)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사 아프리카권 교회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 계승되게 하시고, 아프리카의 교회들마다 강력한 제자훈련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 

■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계, 사회계, 노동계, 

교육계의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 전쟁 준비와 인권 억압과 굶주린 백성으로 가득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막아 주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복음적평화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  한국 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의 소망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21세기 교회이지만 1세기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동네마다 골목마다 십자가의 

등불을 밝히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 열방과 세계선교 

■ 사랑의교회가 글로벌 선교전략으로 뿌린 씨, 세계선교로 꽃을 피워 복음적 글로벌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훈련선교교회로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쓰임 받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외국어 예배가 글로벌화 된 한국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각 나라의 

성도들이 사랑의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때 언어와 민족을 초월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사랑의교회가 세계선교마무리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62개국 228가정 396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담대히 사역하게 하시고 세계선교마무리를 위한 글로벌 선교전략이 활성화되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