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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아멘!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이요 제 길에 빛입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제게 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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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
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
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을 생각나게 하리라.
But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
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
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여 사회사업 잘하
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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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미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
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He has shown you, O mortal,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약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공의로 사회사업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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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시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
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through wordless groans.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여 사회사업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사회사업 잘하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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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f any of you lacks wisdom, you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돕게 해 주십시
오. 참 복지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7-

사48:17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I am the LORD your God, who teaches you what is best for
you, who directs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시32: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
리로다.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시31: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Since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for the sake of your
name lead and guide me.

잠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
시리라.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아멘!
주는 제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
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십시
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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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
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아멘!
저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시고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
이 이루어지리라 하시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기를 바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이 일을 맡깁니다.
이 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
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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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
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시62:10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Though your riches increase, do not set your heart on them.

시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guards stand
watch in vain.

잠21: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
와께 있느니라.
The horse is made ready for the day of battle, but victory
rests with the LORD.

아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식 재주 경험 자원이 많든 적든,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다
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밤낮 수고할지라도 헛될 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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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전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아멘!
사회사업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에 동역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고맙습
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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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고전4:2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골3: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
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human masters,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아멘
사회사업, 이 소명을 받들어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되게 봉사
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섬기게 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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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10:43~45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
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눅14: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For all those who exalt themselves will be humbled, and
those who humble themselves will be exalted.

빌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
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라.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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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
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See that you do not despise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마25:4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아멘!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을 뵈옵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상전 그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약자일수록 더욱 예를 갖추어 더욱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
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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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6:35~36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
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
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
비로운 자가 되라.
But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em, and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ack. Then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children of the Most High,
because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wicked.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요일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과 진실함으로 하자.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롬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
께 울라.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마6: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
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Be careful not to practice your righteousness in front of
others to be seen by them. If you do,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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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시23:1~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로 인도하시는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시4: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
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In peace I will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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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
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빌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Rather,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selves.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through wordless groans.

롬8:34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는 자시니라.
Christ Jesus,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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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
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아멘!
주께서 돌보시니 주께 맡깁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
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
로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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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this: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no one can discover anything about their future.

시119: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I know, Lord, that your laws are righteous, and that in
faithfulness you have afflicted me.

렘29:1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
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애3:32~33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
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
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Though he brings grief, he will show compassion, so great is
his unfailing love. For he does not willingly bring affliction
or grief to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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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5:3~4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
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고후12:9~10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
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
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That is why,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e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in difficul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약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
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erseverance.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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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
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
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사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
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
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
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사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
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
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
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created you,
Jacob, he who formed you, Israel: Do not fear,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요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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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27: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
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시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Why, my soul, are you downcast?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시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
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and the mountains quake with their
surging.

시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
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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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62:5~8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Yes, my soul, find rest in God; my hope comes from him.
Truly h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ot be shaken. My salvation and my honor depend on God;
he is my mighty rock, my refuge.

사46:3~4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
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Listen to me, O house of Jacob, all you who remain of the
house of Israel, you whom I have upheld since you were
conceived, and have carried since your birth. Even to your
old age and gray hairs I am he, I am he who will sustain you.
I have made you and I will carry you; I will sustain you and
I will rescue you.

고전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
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
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kind.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endu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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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0:28~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
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
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
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
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
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
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을 겪을 때에
벗어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업
으시고 구하여 내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피곤할 때 힘을 주시며 무능할 때 능
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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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
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
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
게 하시는 이시로다.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compassion and the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receive from
God.

히12:1~3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
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
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ners,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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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23:10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시30: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
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For his anger lasts only a moment, but his favor lasts a
lifetime; weeping may stay for the night, but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
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
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Those who sow with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Those
who go out weeping, carrying seed to sow, will return with
songs of joy, carrying sheaves with them.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
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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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14: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Where there are no oxen, the manger is empty, but from the
strength of an ox come abundant harvests.

잠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
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When the Lord takes pleasure in anyone’s way, he causes
their enemies to make peace with them.

잠20: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Do not say, “I’ll pay you back for this wrong!” Wait for the
Lord, and he will avenge you.

롬12:19~2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
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take revenge, my dear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says the Lord. On the contrary: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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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잠29:25~26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
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Fear of man will prove to be a snare, but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kept safe. Many seek an audience with a ruler,
but it is from the Lord that one gets justice.

갈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
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
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uman beings,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people?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잠27: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
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Let someone else praise you, and not your own mouth; an
outsider, and not your own lips.

고후10:17~18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But,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For it is not
the one who commends himself who is approved, but the
one whom the Lord comm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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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4: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
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For who makes you different from anyone else?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receive? And if you did receive it,
why do you boast as though you did not?

고후3: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
느니라.
Not that we are compet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for
ourselves, but our competence comes from God.

눅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
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라 할지니라.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you were told
to do, should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

고전15:10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
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
나님의 은혜로라.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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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잠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
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Sin is not ended by multiplying words, but the prudent hold
their tongues.

잠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잠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The heart of the righteous weighs its answers, but the mouth
of the wicked gushes evil.

잠17:27~28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
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The one who has knowledge uses words with restraint, and
whoever has understanding is even-tempered. Even fools
are thought wise if they keep silent, and discerning if they
hold their tongues.

잠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
하느니라.
To answer before listening, that is folly and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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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Like apples of gold in settings of silver is a ruling rightly
given.

잠25: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
는 뼈를 꺾느니라.
Through patience a ruler can be persuaded, and a gentle
tongue can break a bone.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를 끼치게 하라.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your mouths,
but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that it may benefit those who listen.

엡5:3~4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
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
사하는 말을 하라.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Nor should there
be obscenity, foolish talk or coars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rather thanksgiving.

시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
을 지키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Lord;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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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와 상담을 위한 기도
마땅히 할 말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
으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지혜롭게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해 주십시오.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해 주십시오.
먼저 제 귀를 깨우쳐 배우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깨우쳐 주십시오. 좋은 관계와 역동 속에 원활히 소통하
며 피차 배움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잘
배우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
는 마음, 감사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할 때와 토론할 때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공감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
오. 그 의도를 알아주고 그 심정을 공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해야 할 것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유순하게 대
답하게 해 주십시오.
제 분량과 한계를 알고 마땅히 대답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말하
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온갖 일에 전문가인 양 대답하거나 선생
인 양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입에 재갈을 물려 제어해 주십시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
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존귀
케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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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사람을 위한 축복
창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
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From the time he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of
all that he owned, the Lord blessed the household of the
Egyptian because of Joseph.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everything Potiphar had, both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

창39: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
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The warde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under Joseph’s
care, 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대상4: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
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위
하여 기관과 동료와 이용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유혹과
환란을 벗어나 허물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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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떠나는 사람을 위한 축복
창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
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시32: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
리로다.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사48:17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I am the LORD your God, who teaches you what is best for
you, who directs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아멘!
그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며 평안히 돌아오
게 해 주십시오.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
나지 마십시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십시오. 그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길을 지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
십시오.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며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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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민6:24~26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
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
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두루 베풀고 섬기며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고 복을 끼치게 하
시되 유혹과 환난을 벗어나 허물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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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
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히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
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because God has said,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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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17:7~8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
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
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
함 같으리라.
Bu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They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It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its leaves are always green. It has no
worries in a year of drought and never fails to bear fruit.

마6:31~34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
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
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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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
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딤전6:6~8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
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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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30:7~9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
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
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
워함이니이다.
Two things I ask of you, Lord; do not refuse me before I die:
Keep falsehood and lies far from me; 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es, but give me only my daily bread. Otherwise, I
may have too much and disown you and say, ‘Who is the
Lord?’ Or I may become poor and steal, and so dishonor the
name of my God.

합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
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
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 기뻐하리로다.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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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은 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면 불행도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행복도 재앙입니다.
도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참 복지입니다.
도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 복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누리며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
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헛될 뿐입니다.
시16: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
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I say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시73:28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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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5:3~1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
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
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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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
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
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leads to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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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
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
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히 살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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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
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
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
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
지 지키시리로다.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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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선집

시19:12~13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
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
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But who can discern their own errors? Forgive my hidden
faults.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n I will be blameless,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시25:4~5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Show me your ways, Lord, teach me your paths. Guide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God my Savior, and my
hope is in you all day long.

시31:19~20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
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How abundant are the good things that you have stored up
for those who fear you, that you bestow in the sight of all, on
those who take refuge in you. In the shelter of your presence
you hide them from all human intrigues; you keep them safe
in your dwelling from accusing ton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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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39:4~7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
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
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Show me, Lord, my life’s end and the number of my days; let
me know how fleeting my life is.
You have made my days a mere handbreadth; the span of
my years is as nothing before you. Everyone is but a breath,
even those who seem secure.
Surely everyone goes around like a mere phantom; in vain
they rush about, heaping up wealth without knowing whose
it will finally be. But now,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

시51:10~12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
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or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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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62:5~7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Yes, my soul, find rest in God; my hope comes from him.
Truly h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ot be shaken.
My salvation and my honor depend on God; he is my
mighty rock, my refuge.

시71:5~6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
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
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
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For you have been my hope, Sovereign Lord, my confidence
since my youth.
From birth I have relied on you; you brought me forth from
my mother’s womb. I will ever prai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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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73:25~26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
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earth has nothing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시79:9~10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
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
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Help us, God our Savior, for the glory of your name; deliver
us and forgive our sins for your name’s sake. Why should the
nations say, “Where is their God?”

시90:10,12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
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Our days may come to seventy years, or eighty, if our
strength endures; yet the best of them are but trouble and
sorrow, for they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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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03:2~5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Praise the Lord,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시103:8~14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
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
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
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
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He will not always accuse, nor will he
harbor his anger forever; he does not treat us as our sins
deserve or repay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For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so great is his
love for those who fear him;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s from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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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for he knows how we
are formed, he remembers that we are dust.

시127:1~2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
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
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
을 주시는도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guards stand
watch in vain.
In vain you rise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시128:1~4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
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obedience to
him. You will eat the fruit of your labo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children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Yes, this will be the blessing for the man who fears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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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39:1~10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
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
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이 지식이 내게 너
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
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You have searched me, Lord, and you know me.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Lord, know it completely.
You hem me in - behind and before; you have laid your
hand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lofty for me to attain.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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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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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
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
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
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
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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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
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
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
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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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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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
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
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69장. 죄 짐 맡은 우리구주
1.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2. 시험 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
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
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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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
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
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
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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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어가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와 동행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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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
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
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
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
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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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
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
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
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
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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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
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
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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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성가

1. 감사 찬송 | A.L.Strom 작사, 문정선 번역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
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
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2. 순례송, 식사송, 감사송
1. 길가에 가로수 감사 스치는 바람 감사. 쏟아지는 빗속에 감
사 불볕더위도 감사. 한적한 들길에 감사 복잡한 도시도 감사.
멋진 친구 우정 감사, 좋은 사람 만남 감사.
2. 든든한 아침밥 감사 맛난 점심도 감사. 중간 중간 간식 감사
푸짐한 저녁 감사. 볼록 나온 배도 감사 먹을 것 후원 감사, 먹
어도 배고파 감사 잘 먹고 잘 싸 감사. 김상진 작사
3. 학창시절 배움 감사 꿈과 희망에 감사. 우정과 낭만에 감사
땀과 눈물도 감사. 지지와 격려에 감사 도전과 자극 감사. 고
생도 즐기며 감사 사회사업 좋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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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 예수가 좋다오 | 김석균
1.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
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2.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주셨소.
3.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후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4.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 김성수 작사, 박재윤 작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리라. * 2
네게 축복 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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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송의 노래 | 고형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
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
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
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 늘 주시리.
6.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홍진호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
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
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2
7.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 설경욱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
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의 삶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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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 최용덕
1.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
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
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
와주소서.
2.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
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
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9. 이제 내가 살아도 | 최배송
1.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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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만 바라볼지라 | 박성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
자한 귀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11.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 이영후 작사, 장욱조 작곡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1.
2.
3.
4.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사랑·희생·기도)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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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 시18:1-2 최용덕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
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
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
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
13.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 조용기 사, 김성혜 곡
1.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
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2.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
랑 어디에 견주리까?
3.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
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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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 김석균
1.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있
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2.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15. 동일하신 주님 | 김석균
1.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이 좋아요.
2.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
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3.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도, 변함없이 영
광을 받으실 주님, 주님 찬양해요.
후렴 :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2.은
혜 3.축복)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
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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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가 너를 도우리라 | 김석균
1.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
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
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2. 환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
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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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 김석균
1.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2.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3.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18. 나의 등 뒤에서 | 최용덕
1.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주시네.
2.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
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
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후렴 :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라, 내 너를 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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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 Edith Mcneil, 예수전도단 역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
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20. 주님여 이 손을 | Thomas A. Dorsey

1.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
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
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1.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 Harry Bollback 곡, J.W.P 사
1.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
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후렴 :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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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도할 수 있는데 | 고광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23. 오늘 집을 나서기 전 | M.A. Kidder 사, W.O. Perkins 곡
1.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2.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4.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후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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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나님의 은혜 | 조은아·신상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
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5. 오 신실 하신 주 | 최용덕 작사 작곡
1.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
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
라 확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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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나의 하나님 | 강태원 작사 작곡
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2.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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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
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
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
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유혹 속
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28. 나의 안에 거하라 | 류수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
라 네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
랑하는 네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
라 네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
랑하는 네 여호와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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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같이 빛나리 | 김석균
1.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
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주
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
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2.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
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주
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
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
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천
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30.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 김석균
1.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
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2.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요.
후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
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2.기뻐하는) 사람. 당
신 때문에 어둔 세상이 사랑(2.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후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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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 고형원 작사 작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32.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고형원 작사 작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33.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정성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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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야곱의 축복 | 김인식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
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
운 나무가 되어 줘.
35.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 설경욱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
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
리라.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36. 스바냐 3:17 | 김진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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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 이인숙 시, 김석균 작곡
1.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
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후렴: 당신이 계시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
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
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여.
38.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 Wes. Sutton 인터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
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기 원합니다.
39. 심령이 가난한 자는 | 여명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
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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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나는 행복해요 | 김석균
1.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 날 울며 고백하던 말.
2.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
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
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후렴: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안에서 떠
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
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41. 나의 참 친구 | 김석균
1.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2.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 가겠네.
후렴: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 2
42.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 김영범
1.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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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
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1.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2.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
이 누가 있을까?
3.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 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
실 이가 누굴까?
후렴 :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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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
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
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
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
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
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
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3.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
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4.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
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후렴 :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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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장. 이 세상 험하고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4. 죄 사함 받은 후 새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후렴 :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
겠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
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 우리를 깨끗케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
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
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
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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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
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
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 하
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
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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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
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
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
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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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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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4.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후렴 :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
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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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
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
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69장. 죄 짐 맡은 우리구주
1.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2. 시험 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
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
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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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1.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 아이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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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
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
영 인도하시리. 아멘.

- 90 -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
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
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
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2.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
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3.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
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4. 이 세상 이별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후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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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1.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
도하여 주소서.
2.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3. 세상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
가게 하소서.
후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
도하소서. 아멘~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
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
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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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어가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와 동행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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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
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
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
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
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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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어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3.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
기고 남겠네.
4.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니 내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
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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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
로의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 내가 천성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계
신 임금 우리 구주예수라.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1.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
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4. 살아생전 숨 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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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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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
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
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
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
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
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
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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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
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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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장. 주님의 시간에
1. 주님의(주님의) 시간에(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서 살리라(살리라)
2. 주님의(주님의) 시간에(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
어 주소서(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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