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수령센터를 위한 기도 
 
네번째강계획 사역과 삼수령센터 건축을 위해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번째 건물을 완공하게 하시고 이 건물이 삼수령 공동체의 일꾼들을 위한 적합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역자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공동체마을 토목공사 첫 단계를 작년에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의 실시계획과 생활관 3  건물의 임시거주허가증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승인되었던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설계 도면과 
모든 구비서류를 적시에 준비 완료해서 2020년 연말까지 이 변경이 승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와 동역하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 길 기도합니다.  
 
저희 네번째 강 문화연구원에서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선양하나를 축복합니다.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아키라인이 신속히 필요한 도면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 길 기도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될 강원엔지니어링을 도와 주시 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모든 강원도 관공서로 부터 저희가 은혜를 입게 하사 아무 문제 없이 이 일들이 
통과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삼수령센터에서 이 모든 동역자들의 다리역할을 하며 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준비를 돕는 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공동체마을 디자인과 사용에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결정에 지혜를 허락 하소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관련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Prayer for the Three Seas Center 
 
O Lord, we rejoice in Your provision for the work of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 Seas Center. We give You thanks for the completion of the first building and providing 
it as a good and safe home for the workers of the Three Seas community. 
 
We are thankful that in 2019 we were able to complete the first phase of land excavation for the 
Community Village that will provide a place for people of all ages to grow in love for and service to 
Jesus Christ while preparing to share that lov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orth Korea. We 
thank You that we were able to get our existing permit and temporary certificate of occupancy 
extended to the end of the year.  
 
We pray now that as we prepare to apply for a change to the previously-approved detailed plan, we 
may be able to complete the needed design work and all required documentation in a timely 
manner and that it be awarded to u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of 2020.  
 
We pray that You bless all those partnering with us on this work. We pray for Sunyanghana 
working with us to train workers in our Cultural Research Center. We pray for Archiline 
Architecture to expedite the process of providing the architectural design work. We pray for 
Kangwon Engineering guiding the whole application process. We pray that you provide favor with 
the Gangwon Province officials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application and awarding permission. 
We pray for the Three Seas workers who are engaged in the day-to-day effort of coordinating the 
various partnerships, carrying out the administrative work and dealing with requests for 
information and support that come in continuously. We pray for wisdom in making the various 
decisions concerning design and usage. And, we pray that You provide the funds needed and that 
everything be done according to Your will and for Your glory.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