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시작 

 
1. 전주 
 
 
3. 개회 찬송: Spirit, Open My Heart  

Glory to God #692 
 Text: Ruth Duck, 1994 © 1996 The Pilgrim Press 
 Music: (WILD MOUNTAIN THYME) Irish melody; arr. Alfred V. Fedak, 2011,  

Music Harm. © 2011 Alfred V. Fedak 
 Refrain: Spirit, open my heart to the joy and pain of living.  
  As you love may I love, in receiving and in giving.  
  Spirit, open my heart.  

1. God, replace my stony heart with a heart that’s kind and tender.  
All my coldness and fear to your grace I now surrender. 

2. Write your love upon my heart as my law, my goal, my story. 
In each thought, word, and deed, may my living bring you glory. 

3. May I weep with those who weep; share the joy of sister, brother. 
In the welcome of Christ, may we welcome one another. 

 
말씀 

 
4. 깨달음을 위한 기도 Listen to the Word That God Has Spoken –  
  Glory to God #455 
 Text: Anon. Canadian, alt. 
 Music: Anon. Canadian; adapt. Church Hymnary, 4th Edition, 2005 
  Listen to the word that God has spoken;  
  listen to the One who is close at hand; 
  listen to the voice that began creation;  
  listen even if you don’t understand.  
 
5. 성경 본문: 이사야서 58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 
 나의 백성에게 그들 삶의 잘못을 말해주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무엇이 옳은 일이니까"하고 묻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 
 의의 사람같이 행동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실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금식하면서 너희는 계속 
작은 일을 놓고 논쟁하고 싸우지 않느냐?  
금식하면서 너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를 공격하지 않느냐? 
 이런 금식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불의의 결박을 풀며,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이라.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노숙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라.  
또 네 골육을 그들에게서 멀리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가족이라.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억압받는 자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라.  
온갖 소문과 손가락질을 멀리하라.  
주린 자를 먹이라.  
곤경에 빠진 이를 도우라.  



그리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공동체의 부서진 곳을 복구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우라.  
너는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제도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공동체와 가정을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6. 설교  
 
7.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 마크 밀러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없고, 모든 주린 이들이 배부를 때까지;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나이, 인종, 성별로 더이상 차별하지 않을 때까지;  
종교, 언론, 정치가 탐욕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저소득층 공동 주택에서, 대저택에서, 공장에서, 농장에서,  
기숙사에서, 당구장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병동에서.  
교실에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곳, 굶주리는 곳, 숨어있는 곳, 만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차갑고 떨리는 손을 붙들고 옆에 앉아,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며 불의에 항거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기도하며, 두렵지만 찬양하며, 
우리가 뿌린 씨가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더 앞당길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 

 
응답 

8. 고백으로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과 세상 속 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9. 고백 기도 

(수잔 A.  블레인 목사) 
 

당신이 원하시는 금식- 
정의를 행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 항거하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기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이 요구하시는 예배 -  
의와 평화의 관계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지만... 
오, 하나님, 저희는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와 이웃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당신의 길을 발견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기아 문제를 끝내달라고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혜롭게만 활용하기만 하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자원을 저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편견을 근절시켜달라고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올바르게 활용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안의 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절망을 끝내달라고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빈민가를 없애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질병을 없애달라고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치료법과 치유를 찾을 수 있는 뛰어난 마음을 저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단지 기도만 하기 보다는, 단지 생각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결단력, 신실함을 주시도록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잭 리머 랍비의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에서 인용) 
 
10. 찬양: Heaven Shall Not Wait 
 Glory to God #773 
Text: John L. Bell and Graham Maule, 1987 
Music: John L. Bell, 1987 
© 1987 WGRG, Iona Community (admin. GIA Publications, Inc.) 

1. Heaven shall not wait for the poor to lose their patience, 
the scorned to smile, the despised to find a friend: 
Jesus is Lord; he has championed the unwanted; 
in him injustice confronts its timely end. 

2. Heaven shall not wait for the rich to share their fortunes, 
the proud to fall, the elite to tend the least: 
Jesus is Lord; he has shown the master’s privilege: 
to kneel and wash servants’ feet before they feast. 

3. Heaven shall not wait for the dawn of great ideas, 
thoughts of compassion divorced from cries of pain: 
Jesus is Lord; he has married word and action; 
his cross and company make his purpose plain. 

4. Heaven shall not wait for triumphant Hallelujahs, 
when earth has passed and we reach another shore: 
Jesus is Lord in our present imperfection; 
his power and love are for now and then for evermore.  

 
11. 사죄의 선포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셔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초를 다시 세우고 회복십니다. 

 
12. 평화를 나눔 - 존 필립 뉴얼의 모델:  

제 안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 그리스도의 평화를 높여 줍니다.  
 
 
13.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희망: 요한계시록 22:1-7 

22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 확신의 찬송: When All Is Ended 
 Glory to God #376  
Text: Brian Wren, 1988 © 1989 Hope Publishing Company 
Music: (YOGANANDA) William P. Rowan, 1985 © 1993 Selah Publishing Co., Inc. 

1. When all is ended, time and troubles past, 
shall all be mended, sin and death outcast? 
In hope we sing, and hope to sing at last: Alleluia! Alleluia!  

2. As in the night, when lightning flickers free, 
and gives a glimpse of distant hill and tree, 
each flash of good discloses what will be: Alleluia! Alleluia! 

3. Against all hope, our weary times have known  
wars ended, peace declared, compassion shown, 
great days of freedom, tyrants overthrown: Alleluia! Alleluia! 

4. Then do not cheat the poor, who long for bread, 
with dreamworlds in the sky or in the head, 
but sing of slaves set free, and children fed: Alleluia! Alleluia! 

5. With earthly faith we sing a song of heaven: 
all life fulfilled, all loved, all wrong forgiven. 
Christ is our sign of hope, for Christ is risen: Alleluia! Alleluia! 

6. With all creation, pain and anger past,  
evil exhausted, love supreme at last, 
alive in God, we’ll sing an unsurpassed Alleluia! Alleluia! 

 



15. 축도 및 파송  
 
16. 후주: 핸드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