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DAY! MAYDAY!
긴급 기도 요청
Day 6

*Mayday 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조난신호를 뜻하는 말입니다.(도와주세요!)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1

여호와 엘로헤 아보테켐(JEHOVAH ELOHE ABOTHEKEM):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세운 조상들: 조지 워싱턴,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존 핸콕,
벤자민 프랭클린, 사무엘 아담스, 패트릭 헨리, 그리고 그 외 여러 조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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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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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국가로서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미국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그 위에 적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귀를 보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왔고, 온 세상은 우리가 당신께 속해 있음을 알고 우리를 존경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적들에게 번번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분주한 도시에도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시골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비옥한 땅에 복을 주셔서 그 풍성함을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전래 없는 부요함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3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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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신명기 28 장 1-14 절 말씀에서 가져옴
2

당신은 _____________________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지난 6 일간 하루 한 시간씩 우리는 당신께 경배 드리며 당신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께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미국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싼 노골적인 죄악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당신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반역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 도전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당히
논하며 합법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주신 창조주의 삶의 지침을 모욕하며 모순되는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의도적으로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생명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께는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원칙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당신의 원리들은 지금도 작용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의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으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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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대하며,
우리의 느낌이 가장 결정적이라 결론 지으며
우리 자신을 당신보다 높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___________________에 대해 경악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나라가 이제 당신에게
등을 돌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기록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미안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돔 사람들보다 진리를 훨씬 더 많이 들었기에, 우리 죄에
대해 가져야 하는 책임도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며, 그 날은 매우 끔찍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만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경고에 응답합니다. 지금도 당신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섹스와 돈, 쾌락과 유흥, 음란물, 첨단기술, 마약, 술, 음식, TV, 인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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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광대한 세상 지식들을 다룰만한 지혜가 조금도 없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당신을
부인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마치 영원한 가치나 목적, 의미도
없이 우연히 생긴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부채를 수조 달러에 이르게 만든 우리의 탐욕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 우리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영이 우리의 위대함에서 왔다고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당신의 손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과 무기들이 위험과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 믿고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욕심으로 종교 다원주의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마치 많은 신들 중 한 분인 것처럼 다른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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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주신 물질적 축복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게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며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당연히
여긴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을 하찮게 여기며 거짓에 주도권을 내어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원칙을 따르지 않는 죄와 불의를 허용하며, 분열되고 양극화된 우리는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4

_______________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자초한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움의 눈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증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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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백들의 일부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앤그레이엄 로츠의 <다니엘 기도(국내

미출간)>에서 인용함, 존더반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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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우리 나라에서 마치 쫓겨나듯 물러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당신의 축복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갑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절실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께 돌아갑니다.

_______________한 심정으로 당신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몸으로 막아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5,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던 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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