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
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감염자 수는 중국을 제치
고 가장 많아졌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가택 대피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학
교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불안하고, 또 감염에 
대한 우려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
일수록 샴페인-어바나 한인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되게 이끌어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
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교의 모든 강의와 연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학업과 연구
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직장에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과 그 가족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
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혐
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신앙을 성장하
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과 자기 의,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라는 죄악의 뿌리를 드러내며,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
서 우리에게 고난과 깊은 좌절의 상황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을 깨닫게 인도해 주십시
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함목사님을 붙드사 성령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
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두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