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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로의 부르심
사회자:

고린도전서 12: 12–13

크리스토퍼 팍스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회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독창

“I Am Your Servant”

조명을 위한 기도

카밀 므토요 모튼

카리 핀치 버리스 목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 37: 1–10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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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본문 계속됨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독창

“I Am Your Breath”

백성의 기도

카밀 므토요 모튼
Dr. 케네스 코바치 목사

인도자: 교회와 세상의 필요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으로 가져옵시다. '주님, 당신의 자비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회중: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도자: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로,
회중: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도자: 그의 삶과 간증을 통해 전세계에 있는 교회에 능력을 주소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장벽들을 무너뜨리셔서, 교회가 당신의 진리와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의 세례를 공유하게 하시며, 하나의 만찬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며, 한 공동의 사역 안에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로,
회중: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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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기도 계속됨
인도자: 이 전염병 기간에 그들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역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염려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로,
회중: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도자: 정의와 평화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법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이들을
인도하셔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인종차별과 우월주의를 타파하소서;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당신의 청년들을 마약과 물질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소서. 모든 시민들에게 조화로운 삶의 새로운 비전을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로,
회중: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도자: 마음과 몸과 영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COVID-19 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이들, 고립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직장을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 홀로 죽어가는 이들을 돌아보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감옥에 갇힌 자, 존귀하게 취급받지 않은 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 집이
없거나 버려진 자들을 기억하소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로,
회중: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도자: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목표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희망을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회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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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권면, 기도, 축도
장로교 선교국 국장 다이앤 마펫 목사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J 허버트 넬슨 목사

독창

“I Will Never Leave You Alone (그대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카밀 므토여 모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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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가자:

백성의 기도 의 출처: Book of Common Worship, pp. 99–100
캐리 핀치 버리스 목사, 켄우드 장로교회, Nottingham, MD, 지역 협력위원회 (Committee on Local
Arrangements (COLA)) 위원장
케네스 코바치 목사, 캐턴스빌 장로교회, Catonsville, Maryland.
짐 머츠, 반주자
카밀 므토여 모튼, 찬양자 (재즈, 팝, 복음찬양), Omaha, NE
'손과 발 축하 공연'에 선정된 연주자
다이앤 마펫 목사, 국장, 장로교 선교국
J. 허버트 넬슨 목사, 정서기, 미국장로교 총회
크리스토퍼 팍스, 하이랜드 장로교회, Street, MD
기획팀:
시무장로 스틸 글렌, 폴스턴 장로교회, Fallston, MD
시무장로 패트리샤 잭슨, 토우슨 장로교회, Towson, MD
레이 뮤트 목사, 하이랜드 장로교회, Street, MD
저작권 정보:
"I Am Your Servant”
작사 및 작곡: HoneyTree.
“I Am Your Breath”
작사 및 작곡: 카밀 므토여 모튼, 짐 머츠.
“I Will Never Leave You Alone”
작사 및 작곡: 자넷 패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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