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 합니
다 
 
우리에게 이같이 좋은 부활의 소식을 주셨
건만 지금 저희의 심정이 말할 수 없이 무
거움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이 가족을 잃어 가고,  수를 셀 수 없을 만
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끼치는 
너무나 많은 피해들을 우리는 눈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이 죽음에 질병을 멈추실 수 있음
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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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살피고 저
희가 죄를 회개 하기 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건
만, 이 많은 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이 없는 어리석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자리에 모셔 드리
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을  뒷 자석에 밀어
둔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불
렀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
다 여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
으로 이루려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한다, 믿
는다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신뢰하
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
하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는 이것을 믿음이라 여겼습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분명



히 죄라고 하시는 데도 이 타협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며 살았습니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를 고쳐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크리
스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
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려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던 그 열 사람의 의인
이 되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
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정말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예배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다시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하
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
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이 시간,  우리에
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침
에 주님의 빈 무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죽음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
시고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어
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
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
다 . 
반드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
도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젠 
그 부활의 아침이 밝아 왔사오니, 저희에



게 소망을 주시고, 주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사랑방 어른들을 건
강하게 지켜 주시며, 세워주신 함 목사님
과 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시간을 지나가며 더
욱 가족간에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
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Father, You have given us the Good 
News of Jesus’ resurrec;o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giving us the hope of 
resurrec;on. This Easter morning, we 
praise you and worship you.  

However, our heart is carrying a big 
burden this morning since we are 
hearing about countless people dying, 
dying even at this moment by the 



corona virus. Father, we know that only 
You can heal this world and end this 
fatal disease. 

Father, We want to search our heart 
and repent of our sins. 
We have taken so many things you have 
blessed us with as granted, without 
thanks, and we complained like Israel 
did. We forget to put you as our priority 
and we push you to the back seat and 
call out your name only when we need. 
Yet, we call this faith. We try to 
accomplish things by worldly means, 
while we are praying and saying we 
trust you and we expect you to help us 
to obtain things that we actually trust 
more than you. Yet... we call this faith. 
We easily compromise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count them as 
jus;fied, even when You clearly count 
them as sins. And yet again, we call this 
faith. Father, may every Chris;an 



repent of all these faithless sins for we 
want to be healed and recovered by 
your blood that you shed for our Sins 
on the cross.  

These are ;mes that may feel hopeless, 
but Lord, this morning we are reminded 
again to look to the empty tomb. This 
disease may make it seem like the 
whole world is becoming embraced by 
death. But we do NOT find our JESUS in 
the stone embrace of death but in the 
light of eternal victory. 
As the morning of resurrec;on has 
come, I pray and believe that you will 
resurrect us as well. Resurrect us from 
our sins and resurrect our downcast 
hearts to find our stronghold and hope 
in you.  
We pray that You protec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is church. Let us be the 
salt and light to each other as you have 
commanded us to be. Let our ac;ons 



speak for Your heart for us - we know 
You see every single person in their fear 
and suffering and we know you care for 
Your people in our fear and suffering. 
Lord, take mercy upon us and show us 
your grace so that nothing in this world, 
even corona, may overshadow the 
glory of your name. Even in this ;me of 
devasta;on and hardship, may we be a 
testament to who’s people we are, our 
God of empty tombs and our eternal 
living hope. 

I prayed in Jesus Name. Ame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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