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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
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임
하셨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령께서 창조와 새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 성령께서는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
게 있는 편견과 불의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
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성령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 드러내는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러한 열매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원주민들
과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화해의 사역이 무엇인
지 분명히 알게됩니다. 여러 공동체가 함께 모여, 반목과 갈등에 대해 대화하
고, 진실을 경청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모두가 공유하는 소망을 세워 나갈 때,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맺혀져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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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로이 임하시
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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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자녀와 부모,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 꿈을 꾸며 이상과 비전을 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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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의 은사를 내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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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주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믿음과
치유, 능력 행함과 예언, 분별, 방언, 방언통역의 은사
를 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은사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원주
민 형제자매와 함께 치유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성령
께서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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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
여 주시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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