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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실종되거나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실종되고 살해된 원주민 가족들을 기리고 

추모할 때에 붉은 손이 원주민의 얼굴을 덮어주시기를 위해 
 
회중: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인도자: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 모욕과 비난과 오해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또 인신매매의 

속임수에 대해,  
 
회중: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용기를 주는 말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인도자: 확산되는 자살과 알코올과 약물 중독 장애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회중: 발견과 해결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자: 한때 여러 부족들에 속했던 땅을 발견자 우선주의 교리를 통해 빼앗고, 스포츠 마스코트를 

통해 문화적으로 침탈하는, 인종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 억압적 체제를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사라진 이들, 찾는 이들, 탄식하는 이들에 대해 행해진 범죄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회중: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에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인도자: 캐나다의 카룸프스 원주민 학교에서 발견된 215명의 아이들과 미국에서 정부와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은 350개 이상의 인디언 지역 학교들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회중: 원주민의 치유의 지혜를 주시도록, 또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인도자: 블랙 스네이크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모든 이들과 특히 연약한 이들을 

위한 깨끗한 물을 위하여,  
 



회중: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땅과 물의 보호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자: 학대자들에 의해 피폐해진 원주민들을 위하여, 인디언 아동 복지법 시행으로 인해 

가족으로 부터 분리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침묵 당하고 있다는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회중: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우리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기도합니다. 
 
인도자: 역사적 트라우마와 압제의 식민화된 문화에 대해 교육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회중: 우리의 DNA 속에 있는 용기가 우리의 회복의 능력을 움직이도록 기도합니다. 
 
인도자: 변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대량 학살과 말살과 형벌의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부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회중: 창조주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는 분명한 선언 가운데 

기도합니다. 
 
인도자: 우리가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가족을 기리고 추모하는 가운데 붉은 옷과 원주민들의 

얼굴을 덮는 붉은 손의 신성함을 보는 것의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중: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되어 기도합니다. 

 배우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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