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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Chungdong family,

Welcome to our online worship service. Along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all around 
the world, we’re now coming to terms with the ‘new normal’ brought about by the 
coronavirus pandemic.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English Ministry will continue worshiping online until further notice.

We hope and pray that things will get back to normal soon. In the meantime, please 
join us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for online worship. You can follow the liturgy 
here along with the video sermon. Click on the links provided for hymns. The order of 
service has been simplified to include a prayer and two hymns.

We will keep you updated about services during the following weeks. 
Please remember to pray for the country, the leaders and those affected by this crisis.

1. Home Worship
Call to Worship
Song of Praise
Now Thank we All our God
2. Opening Prayer
3. Confession of Faith
4. Prayer for Illumination
5. Reading of the Scriptures
6. Sermon
7. The Lord’s Prayer
8. Benediction

https://youtu.be/th-axMgpJQc

https://youtu.be/th-axMgpJQc


1. HOME WORSHIP

Call to Worship

As our call to worship today, let’s confess out loud the following word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Psalm 46:1-2 (NIV)

Amen

Song of Praise

Singing is an ancient Christian tradition. 

By singing from home, we are telling the world that no matter what it throws at us, we will be faithful to the God 
who casts out fear.

Now Thank We All our God
https://youtu.be/pSIFFFLOwpo

1 Now thank we all our God
with heart and hands and voices,
who wondrous things has done,

in whom his world rejoices;
who from our mothers’ arms
has blessed us on our way
with countless gifts of love,

and still is ours today.

2 O may this bounteous God
through all our life be near us,

with ever joyful hearts
and blessed peace to cheer us,

to keep us in his grace,
and guide us when perplexed,

and free us from all ills
of this world in the next.

3 All praise and thanks to God
the Father now be given,
the Son and Spirit blest,

who reign in highest heaven
the one eternal God,

whom heaven and earth adore;
for thus it was, is now,
and shall be evermore. 

Amen.

https://youtu.be/pSIFFFLOwpo


2. OPENING PRAYER

3. CONFESSION OF FAITH

4. PRAYER FOR ILLUMINATION

5. READING OF THE SCRIPTURES

God our provider, we all need you in different ways.
Some of us need strength because we are facing big challenges.

Some of us need hope because we are feeling like giving up.
Some of us need love because we are feeling alone.

We trust in you and know that you will provide for us in these difficult times,
as we all face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and our daily lives.

Give us the strength and guidance to love one another and to reach out to one another
with a helping hand especially to those desperately in need.

Help us define joy, optimism and hope in our lives.
We are also grateful. You are here. You are with us.

We ask these things through Jesus Christ our strength and our redeemer. 
Amen.

~ Timothy Nichols

We believe in God, the Creator of all that we see and all that we do not see.
We believe in Jesus Christ, God becomes flesh; 

in death the Forgiver of sinners, in rising the Healer of the broken.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God within us, 

Comforter, Strengthener and Friend.
Amen.

Prepare our hearts, o Lord, to accept your word.  
Silence in us any voice but your own; 

that, hearing, we may also obey your will;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Old Testament Lesson - Michael Timpson

Psalm 72:12-14
12 For he delivers the needy when they call, the poor and those who have no helper.

13 He has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s the lives of the needy.
14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he redeems their life; and precious is their blood in his sight.

Leader: This is the Word of God.
People: Thanks be to God.



6. SERMON

Save Souls
https://youtu.be/th-axMgpJQc

Scripture: Psalm 72:12-14 (NRSV)

12 For he delivers the needy when they call, the poor and those who have no helper. 
13 He has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s the lives of the needy. 

14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he redeems their life; and precious is their blood in his sight. 

Greetings 
Good afternoon, brothers and sisters in Chungdong English Ministry. I really wanted to meet with you face to 
face by this time, but unfortunately Covid-19 is still preventing that. Until we meet again, I hope all of you stay 
healthy and safe.

If you are from abroad or if you have an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ou must understand how it is more difficult 
to encounter this kind of situation where a global crisis is taking place, yet families are apart. For those who are 
currently apart from your family members, I pray that God gives you and your family strong faith in one another.

I also want to send my blessings and prayers to everyone for their well-being and safety, including yourself, your 
family and friends, all people in Korea, all people in your home country, and people in all other nations, especially 
those in the countries whose medical or political systems are not strong enough or just enough to respond to the 
current situation successfully. Please God, stop this suffering and grant mercy and care for everyone affected.

The message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is a simple one: Save souls. Please become people who can save 
many souls in the world. Some of you may be wondering “what does this preacher mean by ‘saving souls’?” 
(clarification) You may also ask, “is it my job to save souls?” or “why should I save souls?” (rationale). Some of 
you may also ask, “Haven’t we done our best to convert others to Christianity?”

All these questions are valuable and appropriate. So, throughout the message that follows below, I’d like to an-
swer those questions and provide more explanations about what I mean by ‘saving souls’ and why I am telling 
you this.

Saving Souls as a Universal Message
First of all, by saying “save souls,” I’d like to say that I do not mean that you need to convert other people into 
Christianity. For some Christians, ‘saving a soul’ refers to a very particular thing: teaching someone about what 
Jesus has done and encouraging the person to accept Jesus as their savior and make the person confess it explic-
itly. 

However, I am trying to convey a more universal message. By ‘saving a soul’ I mean helping someone who is 
especially in need to have a better life. It means helping the person get out of his or her state of hopelessness, 
breakdown, self-disappointment, self-loathing, hardship, and misery. By ‘saving souls’ I mean giving those peo-
ple power to stand up again and live again with new hope, with new energy, and with new vision. It means helping 
them move a little bit further from despair towards hope, from suffering to well-being, from oppression to liber-
ation, and from death to life. This is what I mean by saving souls today.

https://youtu.be/th-axMgpJQc


Saving Souls as Plea
I don’t want to tell you to save souls as an imperative. Of course, I believe that this mission must be the mission 
of Christians and all other human beings. But I’d like to express it as a plea. This is a plea. I beg you: please think 
about this message seriously. And if you will, please commit yourself to saving souls in this world. At least, don’t 
be a person who lives only for themselves and their own family, for their own success. Instead, live for others and 
see what you can do for your own local and global community. 

I make this plea because we, all human beings, need such people desperately. We need a lot of them,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need someone else’s help to survive. At this very moment,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reached their limit and feel as if they can’t make it any further in life financially, mentally, or perhaps 
physically without some kind of help from another person. At this very momen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o frustrated with their situation, who think that their life is so worthless, meaningless, and pointless, that they 
want to give up their life. 

As you may know, the rate of suicide in Korea is the 10th highest in the globe and the first or second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More than 34 people in Korea commit suicide every single 
day. Due to shame, failure, financial crisis, relationship pressures, false charges, bullying, etc., people choose to 
kill themselves. Among people of every age and gender, suicide is the 4th highest cause of death in Korea, and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young people aged between 10 and 39. This is just one of the examples that show 
how desperately the world needs someone who is committed to helping others. Such needs are everywhere in the 
world.

Savings Souls: This is My Prayer
Save souls. This is my plea and also a prayer. I pray for you and all other Christians as well as all humanity to be 
people who are committed to helping the needy, touching their hearts, and reviving their souls – just as King Da-
vid wanted for his son Solomon. In Psalm 72, King David prayed to God for his son Solomon. He wanted his son 
Solomon to be a person who “delivered the needy when they called, the poor and those who had no helper.” David 
wanted Solomon to be a king who “had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d the lives of the needy.” And he 
wanted him to be a king who redeemed those people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In other words, David wanted 
Solomon to be a person who had heart for the work of saving souls. I pray for all people to have this mission in 
mind like David prayed for Solomon. I especially hope that Christians see their primary mission not as making 
more conversions (identity change) but as saving people who are ‘dying’ from so many sufferings and despair. 
 
 A French Catholic Priest, Abbé Pierre, reminds us of the meaningless of having Christian identity without the 
essence of Christian faith that is love. He says, “I am sure there is no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a believer 
and a non-believer. There is only a distinction between a person who turns his head in front of someone else’s 
suffering and a person who fights to save others from suffering, and there is only a distinction between a person 
who loves and a person who refuses to love.” I fully agree with him. I’m sure that it is not enough to be called 
Christian. What is important is whether we act like Christians. As Priest Pierre indicates, what we need is love, 
compassion, empathy, and action. The first thing Christians should say in the street must be “do you need any 
help?” rather than “come to church.” 
 
For Christians today, this is my prayer: Lord, may you grant us love, compassion, and empathy so we can take 
care of the needy, when they call, the poor and those who have no helper. Let us have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 their lives by giving them hope and comfort. Use us to redeem those people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Jesus’ Ministry of Saving Souls
It is no doubt that for Jesus, the ministry of saving souls was crucial. Of course, Jesus saved all of our souls by 
his own death and resurrection. However, in his daily ministry on earth, he also saved so many souls who were 
crying, suffering, and literally dying. He spent most of his time and energy to help and therefore revive the souls 
of the weak, vulnerable, socially marginalized, demon-possessed, and physically disabled people, whom society 
had forced to live as if they were dead.

Jesus helped:
• a Samaritan woman at the well, who was socially stigmatized and had to come out to draw water when no 

one was out;
• a woman who was suffering from bleeding for twelve years without knowing the reasons; 
• a man near a pond, who has been sick for 38 years, hopelessly waiting for someone to help him to go down 

to the water, which he believed would heal him if the spirit troubled the waters; 
• those who were blind, deaf, and bullied; he met with prostitutes, victims of violence, those suffering from 

leprosy, the paralyzed, the mentally ill, and reviled tax collectors. 

They were mostly those who were disdained and avoided in Jewish society then. They were disdained and avoid-
ed because of their ethnicity, their illness, their social status, stigmatization, the Jewish law, traditions, prejudice, 
and different kinds of phobias. However, Jesus took a different approach to them. He came close to them, ate 
with them, talked with them, and told them they are his friends. Rather than saying, “you need to repeat after me, 
‘I accept you as my Lord...’” Instead, he said, “go in peace,” or “your faith saved you,” “do likewise,” and sent 
the person on their way, back to their family and their community. Saving souls like Jesus must be our primary 
ministry.

Conclusion:
By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has saved the souls of all humanity, eternally. However, he left homework for us, 
something we should do while we are living here. That is the ministry of saving souls on earth. That is helping the 
needy and mourn with those who mourn, until we finish our life on earth. He expressed it, “love your neighbor.” 
This commandment is an invitation from Jesus, saying come, join me, you can do what I do. Serve others, save 
others, that’s how we all live together.

So many people are dying today. Due to Covid-19, due to many other diseases, due to wars and terrors, greed and 
arrogance, hatred and prejudice and lack of knowledge and rice. People are dying due to isolation, abuse, discrim-
ination, oppression, and even unpredictable accidents. As we are seeing them, let’s examine ourselves whether 
our heads turn away or not in front of someone else’s crying and suffering. We need people who are committed to 
stopping these by standing by them and share life with them, and you can be one of them.



성서 : 시편 72 : 12-14 (NRSV)

12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들어가기 
•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영어예배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때쯤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Covid-19로 인해 아직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볼 때까
지 건강하고 안전히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왔거나 여러분이 해외에 거주 한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국제적 위기가 일어나는 시
기에 가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족들에게 서로를 향한 튼튼한 신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저는 또한 여러분, 가족, 친구들, 한국의 모든 사람들, 모국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안
전을 위해 축복과 기도를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의료 또는 정치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히 강력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여, 이 고통을 멈추고 영향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돌봄을주십시오. 

영혼을 구하라 
•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 영혼을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영
혼을 구할 수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o 여러분 중 일부는 “어떤 의미로 영혼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
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혹은 “내가 해야
만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우리가 전도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o 이 모든 질문들은 소중하고 적절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나오는 메시지 전체에서 나는 그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보편적 인 메시지로 저장 
• “영혼을 구하십시오”라는 말이 꼭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
다. 

•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란 매우 특정한 일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예수께
서 하신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분명히 고백하게 하는 
일로 이해합니다. 

• 저는 오늘 “영혼을 구하는 것”을 보다 더 보편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절망, 붕괴, 자기 실망, 
자기 혐오, 고난 및 불행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비전으
로 다시 살 수있는 힘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안녕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조금 더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들의 영혼이 되살아 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영혼 구하
기”의 의미입니다.



간청으로서의 영혼 구하기 
• 저는 여러분들께 “영혼 구하기”를 의무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명이 그리스도
인과 다른 모든 인류의 사명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간청함으로 말하고 싶습니
다. 

• 저는 여러분들께 간청합니다. 저의 이 메시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에 원이 생긴다면, 꼭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자신
의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간청하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 타인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
기 때문입니다. 살아 남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로합니다. o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는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o 자신의 상황에 너무 좌절하고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의미가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
람들이 있습니다. 

o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0 위이며 OECD 국가 (세계 주요 국가)에서 1 위 또는 2 위입니
다. 한국의 34 명 이상이 매일 자살합니다. 수치심, 실패, 금융 위기, 관계 압력, 허위 고발, 괴롭힘 등
으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 중에서 자살은 한국
에서 4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며 10 세에서 39 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o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에 개입하고, 이를 저지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의 자살
률은 세상이 얼마나 절실히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 중 하나 일뿐입니다. 이런 
필요는 전세계 모든 곳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 이것은 나의기도입니다 
• “영혼을 구하십시오.” 라는 저의 말은 간청이자 기도입니다. 저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드
렸던 기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o 시편 72 편에서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 부를 때 도움을 줄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
다. 다윗은 솔로몬이“약자와 가난한자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한” 왕이 되기를 원했
습니다. 그는 그를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솔로몬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o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중요시 생각하게 되기를 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을 더 많은 개종(정체성 변화)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절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o 프랑스 가톨릭 사제 아베 피에르 (Abbé Pierre)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 사이
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머리를 돌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
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o 저는 그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사제 피에르가 지
적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동정심, 공감 및 행동입니다. 

o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가장 먼저 말해야 할 말은 “교회에 오십시오.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라
는 말보다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o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개종전도를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랑과 동
정심과 공감을 우리에게 주시 옵소서. 우리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희망과 위안을 주
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의 영혼구원 사역 
• 예수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였음은 의심 할 여지가 없습니다. 

• 물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상에서 
매일 봉사하면서 울고 고생하고 말 그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 그는 사회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던, 약하고, 취약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악마에 사로 잡
히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돕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 그는 우물에서 사회적 낙인에 고통받고 있는 사마리아인 여성, 
• 또한 이유를 모르고 12 년 동안 출혈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 
• 38 년 동안 아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 
•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괴롭힌 당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춘부, 폭력의 

희생자, 나병, 마비 된 자, 정신병자 및 세리들을 만났습니다. 
 
• 그들은 대부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멸되거나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출신민족, 질
병, 사회적 지위, 낙인 찍기, 유태인의 법, 전통, 편견 및 다른 종류의 공포증으로 인해 낙담하고 피했
습니다. 

•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식
사를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도와주며, “’주님, 당신을 
영접합니다’라고 따라해보세요.”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평화롭게 가십시
오,” 또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그들을 다시 그
들의 가족과 지역 사회로 보냈습니다. 

• 저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영혼을 구하는 사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며 
•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모든 인류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 
또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해야 할 일입니다.

• 그것은 지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슬픔
에 처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
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이
들을 섬기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전쟁과 테러, 탐욕과 오만, 증오와 편
견, 지식과 쌀 부족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립, 학대, 차별, 억압, 심지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울음과 고난 앞에 고개를 
돌리는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절망과 슬픔을 막고, 고통받는 이들
을 위해 함께 서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7. THE LORD’S PRAYER
https://youtu.be/rgN0s2xmCuM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 ever.
Amen.

8. BENEDICTION
Numbers 6:24-26
https://youtu.be/Nxn6tmVSlj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lift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and be gracious,
The Lord be gracious, gracious unto you.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https://youtu.be/rgN0s2xmCuM
https://youtu.be/Nxn6tmVSl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