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령의 늦은비 역사를 소망하여  
모이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모든 시간상의 예언이 성취된 후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예언된 사건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더욱 크게 들려오는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줄이기 위해 땅의 
바람을 붙잡(계 7:1)는 손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만의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 사람의 회개로 하늘이 
기뻐함(눅15:7)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기별로 사람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모일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눅 11:13) 함께 간구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들의 비전을 서로 
나누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할 것입니다. 어둠의 협착한 길일지라도 
주어진 빛을 따라 예언된 길로 나아감을 
한마음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연될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단 
3:18),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 3:18) 
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 
27:17)  흩어져 있었던 하늘 백성들이 모여 
힘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재림을 재촉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도를 따라서 
그러나 마음을 살피며 드리는 연합된 기도가  
종국에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함을 믿기에 
사심없이 하늘 백성들의 총회로 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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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인연합 TEL: 619-758-4006  
FAX: 858-909-8214  e-mail: 
convention@prayercoal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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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시온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2012 재림기도인 연합성회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2 
 

                         초청의 글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 의해 개최된 미스바 대성회 
는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혁신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 경험했던 그 미스바 대성회의 축복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2007년, 북미주교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시온이여,  미스바로 모이라’는 기치아래 2012 
재림기도인 연합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기도인 연합 성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 되는 나 자신과 교회의 영적 개혁과 
부흥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며, 생생한 신앙 경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성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2 재림 기도인 연합성회준비 
위원회는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갈망하며, 이 시대에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을 이 뜻 깊은 성회로 초청합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한국재림연수원에 마련된 미스바 대성회 에 
오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영적 교제 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년 5월 28일  
          
         2012 재림기도인 연합성회 준비위원회 

 

  

기간:  2012년 10월 4 일(목) – 8일 (월)  

주최:  기도인연합 

장소:  한국재림연수원 

후원:  한국연합회 / 북미주 한인재림교회 협의회 

고문경 성선제 김동준 남대극 유재상  
김명호 김상도 이학봉 김동은 노귀환  
조경신 전경수 손경상 김휘명 김대성  
한규형 홍명관 안천수 하용판 외 특별 
간증 발표자 5명 (무순) 

        연합성회 강사 및 특별순서 발표자     

북미주 지역 문의: 
 
연합성회 미주 준비위원장: 노귀환 (951-763-
4370) 총무:  정동춘 (323-467-0805)  
재정 분과위원장: 유재상 (707-255-5092)   
홍보/등록 분과위원장: 박흥석 (703-754-8519) 
엄영대 (707-255-5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