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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우리를 공동체 안에 지으신 관계의 하나
님,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변함없는 사
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종평등선교주일에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웃들과 하나 되는 길을 보
여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공동선
을 위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다 함께: 지혜의 은사
다 함께: 지식의 은사
다 함께: 믿음의 은사
다 함께: 치유의 은사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공동선을 위해 은사를
넘치게 하는 가족 공동체로 모입니다.
다 함께: 기적의 은사

다 함께: 예언의 은사
다 함께: 영 분별의 은사
다 함께: 방언과 통역의 은사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 강
력하게 연결된 다양성의 공동체로 모입니
다.
다 함께: 우리가 다른 인종과 민족, 문화와
전통에서 오는 다양한 은사를 기뻐하고 성
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성령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헌금 기도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연
합감리교회가 함께 드리는 인종평등선교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굳건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와 교육 기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영적
자양분이 되어 주님의 사람들을 감화하
게 하소서. 이 예물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관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성
을 증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하는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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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도
우리를 사랑받는 교회 가족 안에 두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이들의 은사를 통해 완전하게 됨을 깨닫
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받는 주님의 공동체 모든 지체 머리 위에
또 그들이 나아가 섬길 지역 사회와 모든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