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사역을 위한 합심 기도 제목 

(12 월 기도 책자 안에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 2018 년도 표어가 ”우리가 교회이다 :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식과 보냄 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의식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 2018 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달에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연말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어권 세대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영어권 강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새벽기도가 부모의 평생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3. 12 월과 2019 년 1 월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강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음세대에 영적인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저들의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듯이 저들도 하나님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 교회사역♥   

1. 2018년 연말특별새벽부흥회 : “온 세대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시편90:16)  

   11/26-12/8 (평일:새벽 5시, 토요일 새벽 6시) 

2. 로봇다리 세진이와 그리고 엄마(양정숙집사)간증: 12/9(주일) 오후 1시 10분(본당) 

 ♥   강단/말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  

  토요새벽 예배 : Alex Choi 목사님                                     주일 예배 : 노창수 담임목사님          

1. 토요 새벽과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2. 말씀과 기도가 실제가 되며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남가주사랑의 교회 위에 성령 충만, 말씀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3. 노창수 담임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회자로 살게 하소서 

 모임 순서                     2018 .12. 06 

찬양 --------------------------------------------------------사랑 프레이즈 찬양팀 

 목마른 내 영혼(찬 309) 

 날 대속하신 예수께(찬 321) 

 사람을 살리는 노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후렴만) 

 

 설교---------------------  고린도 후서 12:7-10     --------     허평강목사님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강단 합심 기도회-----------------------------------------------------------------다 같 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 302) - 개인 기도제목을 위해 

 예수 하나님의 공의(기찬 392 )          -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주님 말씀 하시면(기찬 546 )             - 선교 /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기찬 72 )            - 교회사역/ 설교자 기도를 위해 

 

광고 및 공지사항 

1. 목요 강단 기도회는 예배와 강단 설교,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나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오셔서 편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경희 총무님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중보기도가 필요하시면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세요 

4. 이번주 점심은 10 조에서,  다음주 점심 준비는 11 조에서 준비하십니다. 

5. 떡섬김 : 양 홍임권사님 

6. 다음주(12/13)까지 목요강단기도회를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신청자 대상자 기도 내용 관계/ 

나이 

교회 

출석 

12/6 홍선권 에리카 

홍 

유방암-병원 측에서 키모 닥터 승인이 

늦어져서 치료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지연되고 있는데 그사이 또 

암세포가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속히 

모든 절차가 준비되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아내 

60 

 본 

12/6 신경숙 신승재 심장 병력이 있는 남편이 

심부전증(Heart Failure) 진단을 받았고 

심장이 20% 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약으로 기능을 올리는 치료를 

시작했는데 챈스가 30-50%입니다.  

약이 효과를 내고 환자가 두려움없이 

치료에 임하도록 

남편 

49 

본  

12/6 이순혁 이남규 담도암으로 위중하심.  

영혼구원을 위해 

남편 

72 

안 

12/6 한상호 손예원 폐와 뇌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4 기라 의사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남편집사님과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제자반

가족 

41 

본 

12/6 신채연 석은미 남편을 돌봐야 하고 일도 하며 피곤하면 

좌골 신경통이 심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영육간에 평강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길 

엄마 

62 

타 

12/6 송진호 양석희 직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 

78 

타 

체중도 많이 빠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암이 온전히 치유되고 기력도 

회복하시길 

12/6 김형옥 김춘난 오른쪽 신장을 제거했는데 암판정을 

받아 지금 키모를 받고 있습니다.  

암이 전이되지 않고 온전히 치유되도록 

교우 

71 

  본 

12/6 권하교 박하현 9/19 일 머리 종양 제거 수술이 잘 

되어서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빠른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 

여동생 타 

하나님 나라/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금주의 선교사♣ 

       <이현수/진 선교사 – 대한민국/선교,교육,동원 전략사역>  

1. 프론티어스코리아가 부르심대로 이슬람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2. 인카운터 이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훈련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소서 

3. 본부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2019 사역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좋은 사역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윤성희/보린선교사 – M 국/교수사역> 

1. M 국 학생들의 특별 영어 공부반 모임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2. 특별 영어 공부반 모임이 조만간에 일대일 ㅅ경공부로 발전할 수 있게 인도 하소서 

3. 일대일 ㅅ경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ㅂ음이 뿌려져 영혼구원 열매를 맺게 하소서 

<Hanna Jang  선교사 – C 국/캠퍼스사역 

1. 형제, 자매들이 삶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을 나누고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 

2. 협력하는 S 와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며 언어, 문화장벽의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3. 계절 변화로 감기등으로 몸이 아픈 지체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소서 

♣세계 기도 정보♣ 

1.한반도 : 이 민족을 축복 하셔서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복음으로 북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된 북한 동포들과 함께 아시아 하이웨이를 통해 실크로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2.미국: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샤워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학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법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창조의 하나 

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 하게 하소서. 진리로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3.말레이지아:  61 년만에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속에서 민족 집단간에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말레이지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되게 하신 십자가 영광을 나타내소서.  

4.중동, 북아프리카: 아동 100 만명이 엄동설한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과 

실향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추위를 피하지 못해 고통받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깨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는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국제사회를 일깨우사 구호의 손길(방한복, 담요, 식수, 위생 

용품)을 보내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