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연회 공동 기도문
<매일 오후 12 시 정오에 이 기도문을 읽어 기도하십시오>

Almighty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we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past, present and
future. You are our rock and the source of our hope in all things and at all times. As Jehovah
Jireh, our provider God, we ask you this day to stretch out your mighty hand and eradicate from
the face of the earth forever this virus called COVID-19 (coronavirus) that is spreading rapidly
from continent to continent. We also pray that you, Jehovah Rapha, our healing God, would
place your hand upon all of those who have been stricken by this virus and restore them to full
health. Be with those who have lost loved ones and are grieving. Protect all who are caring for
those with this virus and keep them from contracting it themselves. Calm our fears and provide
us with your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Strengthen us with the joy of the Lord and
help us to hold firmly to the hope that only you can provide. Unify us that we, the Virginia
Annual Conference, may be able to experience anew the promise of your presence in and
through the unity of our faith, hope and trust in you in the days ahead and forever. We offer
this prayer in the mighty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시며 희망의 근거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의 전능의 손을 펼쳐 주셔서 온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온전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전염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모든 지식에 뛰어난 주님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앞으로 오는 날 동안
그리고 영원히 버지니아 연회의 모든 감리교인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신뢰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의 이름으로 올려 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