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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관계 안에 하나 되기

예배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여는 기도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여사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독교적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시편 40편)
인도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모입니다.
회중: 자유와 관계의 노래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발을 딛고 
모입니다. 
회중: 정의와 평화의 반석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참회의 기도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가난하거나 

아픈 이들을 지나칩니다. 우리의 특권을 
가진 생활에 사로잡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일상이 되도록 용납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또 
주님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변화 시켜 주옵소서. (침묵 기도)

용서의 선언
인도자: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회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축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회의 
가장자리로 가십시오. 소망의 영과 모든 
이들과의 관계 안에 충만하여, 경계를 넘고 
차이를 극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의 기도들을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13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6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