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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순서 
  
환영, 예배로의 부름 및 개회 기도 – Matt Curry 목사 
  
28”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있다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적절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범람한 가운데 

살아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지쳤고, 연결과 접촉 결핍에서 오는 갈망함에 
지쳤고, 이웃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와 예방책 실천에 

지쳐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슬픔과 상실로 지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또한 나라와 교회 안에 줄지않고 지속되는 제도적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는 다음 찬송가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고, 그 가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지친 세월의 하나님, 

우리의 말없은 눈물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 해 주신 주님, 

여기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이 여정 가운데 영원히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산상 변화 주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 자신도 산 
정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할 때에, 

그리스도와 또 서로 서로와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하나님, 산 꼭대기에서 당신을 만나는 경험을 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각 당신과 거룩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그 

산에 머무르며, 세상에서부터 떠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갈망 이었을  

뿐, 당신의 뜻이 아님을 앎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당신의 



축복에 응답하여 우리를 헌신할 때에, 이 예배를 떠나는 시간이 곳 우리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다시 이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 519 – “모든 목소리를 높이어 찬양할 지어다.” -   레이몬드 트랩 앙상블 
  
모든 목소리를 높이어 찬양 하리니 

온 천지가 자유의 화음들로 울릴 때까지, 

우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하늘까지 들리게  높이 오르고,  

파도 치는 바다처럼 힘차게 울리도록. 

어두운 지난 날이 가르쳐 준 믿음으로 가득 찬 노래를, 

현재가 가져다 준 희망이 가득 찬 노래를,  

새로이 시작된 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앞으로 행진 할지니,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고난의 돌길을 밟았고, 쓰라린 징계의 막대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희망조차 죽었던 날들의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우리의 지친 발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려 쉬었던 그 한숨이 서려있는  

그 곳에 다다르지 아니하였는가? 

눈물이 가득한 길 위를  걸었고, 

학살의 피로 범벅 된 길을 밟아서,   

우리의 밝은 별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될 때까지.  

 

우리 지친 세월의 하나님, 

우리 말없이 흐린 눈물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 해 주신 주님, 

여기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이 여정 가운데 영원히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주님을 잊어버릴까 우려되나이다.  

하나님 손의 그림자 아래에  

우리는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가 태어난 본토에 충실하게.  

 
  
흑인 역사의 시간: 성령님이 보내셨던 분: Roy C Nichols 감독님 [2] 
  
Roy Nichols감독님이 새로이 형성된 연합감리교회의 최초 아프리카 계 미국인 
감독으로 1968 년에 선출되었을 때는, 할렘에 있는 Salem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회정의구현에 헌신적이셨던 Nichols 감독님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사랑과 자비로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뉴욕 연회 감독으로서 1982년도 안수 식 때 하신 설교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이 명확히 하시는 그 진리의 양이 어떻든 간에, 이를 

세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슈들에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쁨에.  이와 같이 삶과 연결하는 것이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과거의 성인들을 보내셨 듯이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냅니다. 
모두 함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시편 50 : 1-6 (UMH 783) – 뉴욕 연회 직원들 
  
1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3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5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6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마가 복음 9 : 2-9  
봉독: Annette Rodriguez 목사 (Woodycrest 연합감리교회) 
     최 영 목사 (New Haven 한인 연합감리교회)  

Shari Ponder 목사 (Salem 연합감리교회) 
  
2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7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설교 – 토마스 J. 비커튼 감독,  뉴욕 연회 담임 감독 
  
  
특별 찬양 
  
Dorlimar Lebron Malave 목사, 스페니쉬 제일 연합감리교회 (할렘) 
  
약속의 하나님 (Doris Machin 작사)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세심하게 내려다보심을 압니다. 또한 내가 울 때 그 

울음 소리를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기쁨이 옵니다. 멀지않고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합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세심하게 내려다보심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울 



때 그 울음 소리를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기쁨이 옵니다.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합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고통에 시달리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에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 될 수 없고, 나의 희망은 그 위대한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내 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성취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회개 해야할  사람의 아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경이로움을 전하기 위해 살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당신에게 약속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 – Denise Smartt Sears 감리사 (메트로폴리탄 지방)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간과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그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는, 이야기 속의 

하나하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이유 때문이지, 그들이 누구 이기 때문이 

아니기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달은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흑인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흑인의 역사가 널리 가르쳐져서 따로 흑인 역사의 달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 날은 우리 인류가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음을 압니다. 바로 그 새로운 선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감옥 시스템이 징벌 적이 아니라 재활 적인 구조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법이 피부색이 아니라 사실에 더 집중하고,  학교에는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한 예산으로 충족되는 날을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에게는 두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에겐,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어서, 주위에 

만연한 고통에 마음을 닫아 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말로, 또 구원의 진리를 우리 

삶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망과 용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용한 공간에서 경배합니다. 

  

어둠 속에 비추이며, 어둠이 이길수 없는 빛 되시는 성령님을 잠시만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루만지고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치시며,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로 도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랑과 희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반영하는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매 순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파송 – Doris K Dalton 목사 
  
“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섬기라고 부르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가,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후주– 할렐루야 (우쿨렐레) 
  



  
  
[1] https://www.umcdiscipleship.org/worship-planning/follow-me/transfiguration-sunday-
year-b-lectionary-planning-notes/transfiguration-sunday-year-b-offertory-prayers 에서 
발췌 번안. 
  
[2] 기도는 Xavier 대학의  흑인 역사를 위한 기도 및 Christine Jerrett: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교회 됨에 대한 성찰(Reflection on Being the Church in God’s 
New Creation)” 에서 발췌 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