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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곡전주곡  //  ENGLISH // ken oak

환영환영 //  INDONESIAN // r e v .  h e r b y  m o n i n g k a h r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지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상처받은 이들, 사라진 이들, 멸시받은 이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애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변화합시다

찬송가찬송가 // ENGLISH // O SPLENDOR OF GOD' S GLORY BRIGHT- JESUS ,  THE L IGHT OF THE WORLD //  
mr. phillip morgan & musicians from mid-kentucky presbytery

성경 읽기성경 읽기 // ENGLISH // 사도행전 9 :1-9 (NIV) // rev. dr. j.p. kang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설교설교 // ENGLISH // rev. kate murphy

"the good neWs of dama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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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음악 // ENGLISH // YOU PUT THIS LOVE ON MY HE ART // good shepherd collective:  
ben kilgore, mckenzie smith, joey mcclellen, jesse chandler, john arndt, tyler chester, kate gungor, dave campbell, tia allen, tomo akabashi

결단의 촉구결단의 촉구 //  ENGLISH // WRIT TEN BY RE V.  RUTH T.  WEST // r e v .  a n n a n d a b a r c l a y

하나님, 우리가 특권의 안락함이나 제국의 요구에 갇혀있을 때 우리를 도우주십시오. 인류의 
연약함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일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만 징벌적인 결과를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주위에 당신의 
빛을 비춰 주소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속함에 대한 확신속함에 대한 확신 //  ENGLISH // WRIT TEN BY RE V.  RUTH T.  WEST // n a n c y c h e e

서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속성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과 가르침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파송파송  // ENGLISH // S IYAHMABA // mr. phillip morgan & rev. alonzo johnson

축도축도  //  INDONESIAN // r e v .  h e r b y  m o n i n g k a h r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길을 따라 여행 할 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희망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명확한 시기에 우리를 자유와 변화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당신의 더 큰 진리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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