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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곡전주곡  //  ENGLISH // mr. phillip morgan

환영하다환영하다  //  ICHISHK Í IN S ÍNWIT // dewy bill & corey greaves, mending wings

Łakwi inmima naynuma, tamiinwapum papat'mukta. ikush iwa nimi supsek'wat.  
모든 친척들이여, 항상 서로를 영원히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Winam! Nawata t'laawx walptáyk ichin Tamánwiła ku wyátkw'k tma'áakin.  
여기와! 우리 모두는 창조주께 노래를 부르며 존경심을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찬송가찬송가 // ENGLISH // THERE ' S A SWEE T,  SWEE T SPIR IT // mr. phillip morgan & musicians from mid-kentucky presbytery

묵상으로의 초대묵상으로의 초대 // ENGLISH // WRIT TEN BY RE V.  RUTH T.  WEST // rev. faith t. mcclellan

우리는 기름부음을 잊었거나 이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기름부음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두려움이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소서.  우리에게 기름부으사 진리를 전하고 자유케하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사랑받음에 대한 확신 // ENGLISH // WRIT TEN BY RE V.  RUTH T.  WEST // rev. inho kim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 십자가 이전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우리를 
둘러싸셨기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음악음악 & 춤춤 // ENGLISH // SPIR IT OF THE L IV ING GOD // hula: jessica canon // music: rev. dr. david gamb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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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기 - 누가복음성경 읽기 - 누가복음 // ENGLISH (NRSV) // LUK E 4:18 // yaad isaiah kyremes-parks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설교설교 // ENGLISH // yenny delgado qullaw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음악음악 // ENGLISH //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 sanctus ringers & nathan rodriquez

음악음악  // KORE AN // SPIR IT OF THE L IV ING GOD // wonjoo ann & seon hwan chu

우리의 기도 춤우리의 기도 춤 //  ICHISHK Í IN S ÍNWIT & ENGLISH //  
corey greaves & mending wings dancers: alesia “fawn” eyle, carmen buck, josh sampson, ryan eli, ayden isaac’s, serenity knight, alisha montez

“There’s a river of life that’s flowing from His throne
Won’t you come on in and see // This river will set you free”

찬송가찬송가 // ENGLISH // IF WE E AT OUR L AVISH BANQUE TS //  
mr. david vandermeer, mr. david hufford, & chancel choir, first presbyterian church, ann arbor, mi

축도축도  //  ICHISHK Í IN S ÍNWIT // corey greaves, mending wings

Namii xwimi miyawax, pawapitam nami Tiin. Pawapitam nami myanashma. Ilak'iax ianitam timna 
ku wawnakshash ku pawata shix p'xw'ini timanpa ku wawnakshaspa. Ai. 
 
우리의 최종의 결정자이신 분이여, 당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인도하신는 분.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예배에서 쓰여진 전례나 예술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Ruth T. West 목사(ruthtwest@gmail.com) 또는 Suyun Son (suyunson@gmail.com). 고맙습니다!



LOUISVILLE, KENTUCKY &
WWW.GA-PCUSA.ORG

예배 기획팀은 당신을 신성한 일시 정지의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총회에 참여하는 시간. 
교회에 충실하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분별해야 할 많은 일과 중요한 결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PC(USA) 의 더 넓은 본체를 안내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중요한 역할에 대해 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예배 행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러한 기도와 묵상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격려받고, 도전받고, 붙잡혀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카드나 웹사이트의 
SACRED PAUSE 페이지에서 짧은 비디오를 확인함으로써 당신이 이끌린다고 느낄 때 
이러한 기도와 묵상을 참여하십시오.

협업에 참여협업에 참여

신성한 일시 중지신성한 일시 중지

예배 계획 팀은 공동 YOUTUBE 재생 목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LAMENT & HOPE
의 노래를 듣고 참여하고 기여하고 공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 노래, 문화, 언어 및 이미지에 참여하면서 예배, 호기심, 학습의 자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기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메일: GAWORSHIP@
PCUSA.ORG.

www.ga-pcusa.org/worship-info

www.ga-pcusa.org/worship-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