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사역을 위한 집중비전기도

1. 사랑의교회 비전(G’LOVE)

■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 자가격리 수준의 삶을 유지하며 21세기의 스가랴가 되어 

이 땅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치밀어 오르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믿음의 새 차원으로 올라가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   담임목사님에게 교회와 시대를 향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순금 등대의 능력을 주시고 맞춤형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코로나로 지친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후반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기쁨 넘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온라인 사역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나타나 

가정예배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관계의 멀어짐과 

공동체의 깨어짐이 ‘함께 함’과 ‘하나 됨(Together)’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Way Maker)’의 큰 기적과 구원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신앙이 무너진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영적 집현전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의 비전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일꾼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2. 개인과 교회

■  사랑의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강도가 커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시각이 깊고 새로워져서 질투와 미움, 반목으로 상처 난 관계들과 한국 

교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가 모든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SaRang On 예배와 정오 기도회 및 모든 훈련과 

모임을 통하여 힘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의 모든 사역이 창조적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힘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   2020 새생명축제(11월)가 영적 대각성의 전도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초청되어 

복음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짓눌린 상황에서도 만민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  9월부터 시작되는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 단기특별과정을 통해 변화의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와 참 예배자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평신도 리더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향후 100년을 선도할 영적 성장의 생태계를 마련하여 훈련되고 무장된 기독 지성인들을 

배출하는 사역의 병참기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후 2020년 9월~11월



3. 나라와 민족 

■  사랑의교회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무릎 꿇어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릴 때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민족의 역사가 결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의 대전환기에 이르렀사오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땀과 피를 쏟아온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주사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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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 사랑투게더 사역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목도하게 하시고 

‘언택트(Untact)’가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온택트(Ontact)’ 사회로 회복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W자 회복의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4. 열방과 세계선교

■  삼천리 반도에 흘린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향방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이 

민족이 더 이상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민심이 안정되어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  사랑의교회와 세계교회가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백5십만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거룩한 선교 열정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 전파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  의료체계가 열악한 아메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아마존강 유역의 깊은 

정글에 이르기까지 창궐하는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 시켜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불 성곽으로 지켜 주사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  이 땅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평화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민족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