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메노나이트 찬송가인 <보이스 투게더> #716 장 3 절)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주님의 통제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불장난과 이기적인 기쁨에, 그리고 

물질에는 부요하나 영혼은 궁핍한 우리의 모습에 수치를 느끼게 하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원기도 - 아이리스 드 레온-하트손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부대표) 

 

인도자 : 끔찍한 전쟁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피난처를 찾는  

회  중 :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보냅니다. 

인도자 : 그들이 두려움을 달래고자 할 때에 

회  중 : 주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소서.  

인도자 : 그들이 어디에서 음식과 피난처를 찾아야 할지 염려할 때에 

회  중 : 주님의 품 안에서 위안을 얻게 하소서.  

인도자 : 그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목격할 때에 

회  중 : 주님의 품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인도자 : 그들이 안전을 찾아 집을 두고 떠날 때에,  

회  중 :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다함께 :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인도자 : 사람들이 폭력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광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인도자 : 우리에게 폭력의 신화에 저항할 용기를 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인도자 :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인도자 : 자비와 환대를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인도자 : 전쟁 난민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인도자 : 우리를 평화의 사람들로 빚어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https://www.facebook.com/hashtag/716%EC%9E%A5?__eep__=6&__cft__%5b0%5d=AZWPO53w5Rd0hwJR3fbHPKMf-lsa_DqgxHepcrlJm56A1chmXxnewdxGxhfoNsom738mBf6OSeHCM2cuHNfxCJFg9_MOxWIESZxaTUihEhaKOcmhu_LJvEAiUpkg0-KtbR0&__tn__=*NK-R


 
God of Grace and God of Glory 
 
(Voices Together hymnal #716, verse 3) 
 
"Cure thy children’s warring madness; bend our pride to thy control; 
Shame our wanton, selfish gladness, rich in things and poor in soul." 
 
A Litany for Ukraine 
by Iris de León-Hartshorn,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Mennonite Church USA 
 
All: Our hearts and prayers go out to the people of Ukraine,  
One: As they seek refuge from the terrible effects of war. 
All: May they find shelter in God’s arm, 
One: As they try to calm their fears. 
All: May they find comfort in God’s arm, 
One: As they worry about where to find food and shelter. 
All: May they find comfort in God’s arm, 
One: As they witness the death that war brings. 
All: May they find solace in God’s arm, 
One: As they leave their homes behind to find safety. 
All: May they find strength in God’s arm. 
 
One: Deliver us all from the madness of believing good can come from violence. 
All: God hear our prayer. 
One: Give us the courage to resist the myths of violence. 
All: God hear our prayer. 
One: Forgive us our pride as a super military power. 
All: God hear our prayer. 
One: Give us the compassion that gives birth to generosity and hospitality. 
All: God hear our prayer. 
One: Let us show love and mercy for those fleeing war. 
All: God hear our prayer. 
One: Mold us as a people of peace. 
All: God hear our prayer.  
May God hear our prayers and the cry of the Ukrainian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