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集
75.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쉰 마음 뿐일세
2.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3.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4.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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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여기 소개하는 이 찬송은 구약 아가서를 영적인 면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즉, 크리
스천들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작시가 조셉 스웨인 목사
는 1761년 영국 버밍햄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하찮은 생활을 하며 세월을 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성경을 접할 기회가 생겨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후
성경에 취미를 붙이고 계속 읽던 중 잠자는 그의 심령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는 매우
정서적인 사람으로 시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고, 성경을 속독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는 성시가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크리스천이 된 기쁨과 새로운 세계의 환희, 크리스천
의 사고와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후 1783년 존 립폰 박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1791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
아 월워스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
나, 성경을 기초로 한 그의 복음적인 설교는 곧 그를 유명하게 하였고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란 짧은 목회를 마지막으로 1796년 4월 14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월워스 침례교회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찬송은 그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인 1791년에 쓴 찬송으로 그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이며, 같은 해 그의 성가집「구원」
에 처음 실렸으며, 고통
중에서 얻은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는 35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여러 권의 시집을 냈으며, 그의 대표작품이라
고 한다면 1771년에 낸「여러 경우에 씌어진 시선집」1789년에 낸
「실험 수필집」
등이
있는데 그의 찬송은 주로「월워스 찬송가」1792년 판에 129편이 실렸었고 1794년 판
에 192편으로 증보되어 실렸습니다. 이 찬송곡은 미국의 프리먼 루이스가 작곡한 것
을 허버트 메인이 1863년 편곡했는데 작곡가 루이스는 1813년과 1816년에「하모니의
미」
를 출판한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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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햇빛보다 더 밝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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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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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 의지하리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내 일생 다하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진실한 친구 예수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He's a faithful friend
Such a faithful friend
I can count on him to the every end
Tho the storm clouds darken the sky
o'er heavenly trail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He'll never fail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as I walk a long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He gives me a song
Tho the storm clouds darken the sky
o'er heavenly trail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He'll never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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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당신과 함께 아니라면
당신과 함께 아니라면 당신과 함께 아니라면
이 몸은 이 몸은 어이 살아가리
수많은 나날들을, 수많은 나날들을
내 어이 살아가리, 내 어이 살아가리
멀어지는 별빛을 향하여
시련과 돌길에 묻고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나는 나는 외로워

2009 전자성경 가사집

137

80. 내게 강같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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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죄짐맡은 우리구주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2. 시험 걱정 모든 괴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2009 전자성경 가사집

13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은 조셉 스크리븐(Joseph Scriven: 1820-1886)이 1855년에 중병으
로 고생하는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작사한 것이지만 많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조금도 변절되지 않은 그의 굳건한 신앙의 결정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1820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나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을 졸업
한 후 아름답고 사랑스런 처녀와 약혼하여 더할나위 없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
다. 그런데 결혼전야 그 처녀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희망에 가득 찼던 그의 생활이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
니다.
25세 때에 모든 괴로움을 잊고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스크리븐은 새
로운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는 다시 두
번째 약혼을 하였으나 그 약혼녀도 잠시 앓다 그만 죽고 말았으므로 그의 두 번
째 결혼에 대한 계획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스크리븐은 평생 주님만을 알고
혼자서 살라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크리븐의 괴로운 시련과 슬픔은 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몹시 앓아누웠던 것입니
다. 스크리븐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하여 시를 쓰기 시
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죄짐 맡은 우리 구주(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입니다. 이 유명한 시는 어머니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므로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스크리븐이 돕던 마을의 사람들은 10년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찬송이 자기들이 아는 스크리븐이 쓴 시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
다. 그러던 어느날 스크리븐이 앓아 누워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 왔다가
그의 원고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 유명한 찬송을 스크리븐이 썼느냐고 묻자
“주님이 나와 같이 썼다”
고 했다 합니다. 그러한 역경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하고만 속삭였던 그의 숨은 신앙이 결실하여 빛을 보게 된 것입니
다. 이 찬송이 어떻게 해서 찬송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1875년 생
키 씨가 그의 성가곡집 1호에 포함시키면서“그 성가곡집에 마지막으로 모집 수
록한 찬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후 이 곡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습니
다”
고 하던 그 작품입니다.
그후 컨버스(Charles Converse: 1832-1918)가 곡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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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의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와라 임마누 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와라 임마누 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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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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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의 작시자 리디아 백스터(Lydia Baxter) 여사는,“예수의 이름을 따르면
우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 된다”
고 했으며(1, 2절),“그의
이름은 이 세상의 참 희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므로 하늘에서 그의 성호를 찬양하
는 아름다운 이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과 혼인한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한없이 부(富)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
리가 그와 혼인한 이상 그의 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고, 그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
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한 우리들에게는 이마에
인(Seal)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마귀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 이(Seal)은 능력의 표시로서 마귀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이 찬송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인 1870년 윌리엄 돈(William H. Doane)이 곡을 부치겠
다고 요청하여 작시한 찬송입니다. 윌리엄 돈은 이 찬송시에 곡을 붙여 다음해 로버
트 로우리(Robert Lowry)와 공동 편찬한 찬송가집
「순금(Pure Gold)」
에 13장으로
처음 실었습니다.
백스터 여사는 1809년 9월 8일 뉴욕주 피터스버그(Petersberg)에서 태어났으며
침례교 목사인 에번 터커(Eben Tucker)의 설교를 듣고 자매가 다 예수를 믿기 시
작했습니다. 그후 그녀의 얼굴은 늘 빛나서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
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은지 얼마 안 되어 그녀에게 고향인 피터스버그에 침례교회를
세우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영광으로 알고 성
공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같이 뉴욕으로 이사해 왔는데 그곳에서 역시 열심히 교회를
도우는 헌신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약(病弱)하여 오랜 세월을 병상
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만 그녀의 믿음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74년
6월 22일 뉴욕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찬송을 썼습니다.
그는 1855년 종교시집“Gems by the Wayside(길가의 보석들)”
을 수집, 출판했
고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찬송이 여기에 소개한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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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그댄 거듭남을 아는가
그댄 거듭남을 아는가 그댄 거듭남을 아는가
맘에 성령이 계셔 내 죄 용서했다고 증거하고 계시니
주가 오늘 오신다 해도 세상 떠난다 해도
두렴 없이 영생을 누릴 준비 됐는가
그댄 거듭남을 알고 있는가
나는 거듭난 것을 아네 나는 거듭난 것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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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물가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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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노래할 이유 있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 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 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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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1. 빈들에 마른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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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들에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의 작시자인 다니엘 웹스터 윗틀(Daniel Webster Whittle: 1840-1907)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치코피(Chicopee)라는 폭포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가 젊었을 때 시카고로 이사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웰스 파고 은행의 출납계 일을 보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육
군 소위로 입대하여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육군 소령으로 진급하였는데 이 소
령 계급이 그의 평생의 호칭이 되어 부흥사 윗틀이라기 보다는 윗틀 소령으로 모두 통했습니
다. 전쟁 후에 시계회사의 경리책임자로 취직했습니다. 이때 우연한 기회에 무디 선생의 설
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많은 감명을 받아서 그도 부흥사가 되어 무디 선생처럼 구령사업에 이바지하
겠다고 결심하고는 회사를 퇴사하고 부흥사가 되어 무디 선생의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는 매우 영력을 지닌 부흥사로서 많은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무디 선
생은 윗틀 씨의 부흥집회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전국 각지를 순회, 인도케 하였습니다. 그의
집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그의 성공의 이면에는 자신의 위대성에 못지않게 당대의 유명
한 종교음악가요, 성악가며 찬송가 작가인 블리스(Philip P. Bliss) 씨와 그의 많은 찬송에 곡
을 붙인 제임스 맥그라나한(James McGranahan) 그리고 스테빈스(George C. Stebbins)
등의 보좌의 힘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찬송은 에스겔 34장 26절“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에 근거하였습니다. 은혜
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가물어 메마른 땅의 식물들이 갈급하게 단비를
기다리듯”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은혜도 클 것입니다. 그러기에
윗틀이 설교하기 전에 무드가 형성되어야 했는데 이 무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요, 이 마음은 찬송으로 그들의 심령을 일깨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곡은 제임스 맥
그라나한이 작곡하였는데 1883년「복음 찬송가(Gospel Hymns)」
제 4권에 처음 실렸습니다.
작곡자 제임스 맥그라나한은 1840년 7월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아듯스빌 부근에서 태
어났습니다. 뉴욕 게네시오에 있는 브래드베리의 음악 사범학교에
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곳을 순회하며 음악회를 가지면서
노래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876년 12월 블리스 씨가 기차
사고로 사망한 후 그의 후임으로 윗틀 씨의 찬송인도자
가 되었습니다. 맥그라나한은 윗틀 부흥사와 한 팀이
되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했고 1880
년과 1883년 두 번이나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87년 그의 건강의 악화로 오하이오주
킨즈맨(Kinsman)에 정착하고 저술을 계속하며 반 은
퇴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1907년 7월 7일 만 67세와 3
일을 더 살고 세상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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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같은 죄인 살리신(경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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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는 외로움없네
슬픔과 고통의 날이 모두 지나가니
하늘영광 밝히 보이도다
저천국의 찬란한길 내게 주어지니
할렐루야 나는 외로움없네
나는 외로움없네 예수님과 성도들이
손에 손잡고 기뻐하네
주님 손잡고서 저천국의 찬란한길
할렐루야 기쁘게 걸으리
죄와 근심의 날이 모두 지나가니
참된순례의 길이있네
영원한 나의 예비한곳 나의 가야할곳
할렐루야 나는 외로움없네
나는 외로움없네 예수님과 성도들이
손에 손잡고 기뻐하네
주님 손잡고서 저천국의 찬란한길
할렐루야 기쁘게 걸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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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1.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 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 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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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너는 무엇을 위해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가득찬
이세상에 너는 무엇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것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가득찬
이세상에 너는 무엇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가득찬 이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참된자유와 평화를 맛보셨는지요)
참된자유 참된평화 너는 이것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찬 이세상에
너는 무엇위해사는가
너는 무엇위해사는가
너는 무엇위해사는가

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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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영원하신 기업
1874년 실라스 베일(Silas J. Vail)이 패니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곡을 하나
작곡했으니 그 곡에 알맞은 찬송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응접
실에 있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열심히 듣고 있던 크로스비는 후렴이
마치기도 전에 피아노를 중단시키고“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기
를 빕니다.”
라고 하고는“베일 선생의 곡은 그 곡이 시를 읊고 있군요. 그 곡은
지금‘주께 가까이’
라고 하고 있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늘 하
던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작시를 해나간 것입니다. 가사 중에는 기업
(基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주로 토지)을 말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족 제도와 국가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가
집니다. 그들은 토지를 기업으로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기업으로 우선 땅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시 105:11).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축복의 기
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토지는 처음 지파 별로 분배되었으나 차츰 가족단위로
나누어졌습니다. 토지 이외의 종, 재물, 가축, 우물 같은 것이 또한 기업으로 상
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인 뜻으로 하
나님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시 73:26).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으로 생각합니다(롬 8:17, 29; 갈 3:8, 29).
이 찬송의 작시자는 그가 받는 기업으로 세상 것을 원치 않고 주와 동행하여
영원한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1874
년 셔윈(W. F. Sherwin)과 베일이 공동편집한「주일학교용 은혜와 영광의 노
래집(Songs of Grace and Glory for Sunday School)」
에 17장으로 처음 실리
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 실라스 존스 베일(Silas Jones Vail)은 1818년 10월 6일 뉴
욕 브루클린(Brooklyn)에서 태어나 코네티컷주 댄베리(Danbury)에서 모자제
조업을 하다가 뉴욕으로 와서 정착했는데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음악을 취미적으로 다루면서 많은 찬송곡을 작곡하였고 많은 찬송가 수
집에 관여하였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술한 주일학교용 노래입니다. 그는
1884년 5월 20일 브루클린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자!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나의 기업은 지금 어떠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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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내일일은 난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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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이 풍진세상을 만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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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몸의 소망 무엔가
1. 이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주 예수 뿐일세
우리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밤 물결이 높이 설렐때
우리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후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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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어두운 장막이 하늘을
어두운 장막이 하늘을 덥고 고뇌와 슬픔 속에
이 마음 주어도 성탄의 촛불을 켜는 나의 간단한 마음이여
가냘픈 나의 두 손 깍지낀 나의 기도
오 사랑의 주인인 당신을 사랑의 주인인 당신을
텅빈 나의 마음을 가득히 가득히 채우소서
오 황금도 묘약도 유향도 어느 것 하나 없는
텅빈 나의 마음을 가득히 가득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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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Don't you know my Lord? Don't you know my Lord?
His name is Jesus The Lord of love
Jesus is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Victorious Lord Savior of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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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하늘 위의 집
1.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네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황금과 은만 있네

I'm satisfied with just a cottage below.

[후렴]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 곳
그 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 황금 길을 거닐겠네

[Refrain]

A little silver and a little gold;
But in that city where the ransomed will shine,
I want a gold one that's silver lined.

I've got a mansion
Just over the hill top.
In that bright land where
we'll never grow old;
And some day yonder

2. 난 가난해도 외롭지 않네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나그네로써 면류관 쓰면
거문고 타는 천국 가네

we will never more wander
But walk the streets that are purest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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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천부여 의지 없어서
1.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 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2.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3. 나 예수 의지하므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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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양떼를 떠나서
1. 양 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2.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3.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4. 양 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2009 전자성경 가사집

163

양떼를 떠나서
1808년 12월 19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이 찬송의 작시자 호
레이셔스 어스 보나 박사는 대학을 마친 후 설교 자격을 인정받아 레이스 성
제임스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1837년 11월 30일 목사로 임명되어 켈소의 북교구 목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 북교구에는 자유교회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
나 박사도 이 운동에 참여 하였고 1843년 5월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분열하
여 자유교회가 독립할 때는 보나 박사와 그 교회가 이 자유교회 설립에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1853년 에딘버러 대학에서는 그에
게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1866년 그는 에딘버러의 차머즈 메모리얼 자
유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나 목사는 오랫동안 자유교회지인“국경의 파수군”
의 편집인이었고 예
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예언지”
의 편집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883년 보나 박사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총회장으로 선
출되었습니다.
보나 박사의 찬송 시는 매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작시되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이 배경들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찬송 시
는 성도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고 여러 잡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재판, 3
판 등을 거듭하는 동안 성도 사회는 물론 불신사회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갔
던 것입니다. 또한 보나 박사의 시 가운데는 아름다운 서정시와 다윗의 시
편, 그리스어나 라틴어 원문 등으로부터의 번역시 등 아주 방대한 찬송 시
및 오랜 명상 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들이 그의 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한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찬송으로서 그 내용에 아무런 수정 없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이 찬송은 1843년“잃은 양”
을 위하여 작시하여“황무
지의 노래”
에 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의 말씀에서“잃었다가
찾은 자”
라는 제목 하에 8행시 5절을 썼던 것입니다.
이 찬송은 1845년“성서 찬송가”
에 264장으로 다시 포함되었었고, 1857
년“믿음과 소망의 찬송가”
에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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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보호해 주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Jesus keep me from all wrong
I'll be satisfied as long as
I shall walk let me walk close to thee
세상풍파 험하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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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죄많은 이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피로 죄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지키리
나는 이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퍼지네
나는 이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후렴>
오 주님 같은 친구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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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넓은 들에 익은 곡식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3. 먼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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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 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 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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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성가는 미국의 성실한 YMCA의 일군 루이스 에드가 존스(Lewis Edgar
Jones)가 작시·작곡한 성가로 그리스도의「보혈의 능력(Power in the Blood)」
에
대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이 성가의 작시·작곡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1절은 무거운 죄짐에서 놓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 능력이
있으니 보혈의 공로를 힘 입으라는 것이요, 악을 이기려면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정욕과 교만에서 자유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 능력이 있으니
그 공로를 힘 입으라는 것이요, 갈보리 산에서 흐르는 속죄의 흐름으로 정결케 되기
위하여는 어린 양 보혈의 공로를 힘 입으라는 것입니다.
3절은 눈보다 더 희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
의 공로를 입으라는 것이요, 죄로 더러워진 자국이 생명을 주는 흐름으로 씻어졌다
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의 구주 예수께 봉사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 능력
이 있으니 힘 입으라는 것이고, 매일 구주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의 보혈의 능력을 힘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가는 매리랜드주 마운틴 시 마운틴 레이크 파크에서 열렸던 캠프 집회에 참
석하였을 때 작시·작곡한 성가로 헨리 레이크 길모(Henry Lake Gilmour: 18361920) 박사가 이 원고를 보고 감명을 받아 이를 사들여 윌리엄 커크패트릭(William
J. Kirkpatrick)과 길모 박사가 1899년에 공동 편찬한「찬양과 승리의 노래집
(Songs of Praise and Victory)」
에 제 58장으로 실려졌던 곡으로「보혈의 능력」
이
라는 곡명은 찬송가 위원회에서 명명한 곡명이며 내용에 알맞게 매우 씩씩하고 박
력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흥회 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작시·작곡가 루
이스 에드가 존스(Lewis Edgar Jones)는 1865년 2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예이츠
(Yates)에서 태어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빌리 선데이(Billy Sunday)와 더불어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곧 YMCA사업에 투신하여 매우 활동적인 인물
이 되었고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에서 YMCA체육부장으로 있다가 텍사스주 포트
워스의 총무로 갔습니다. 1915년 그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총무가 되어
1925년 그가 은퇴할 때까지 10년을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취미로 간간이 찬송가를
작시·작곡한 것이 상당수가 되어 이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36년 9월 1일 산타바바라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장 18절

2009 전자성경 가사집

169

105. 천사의 말을 하는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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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 주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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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땅 위의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
라는 것인데 제목이「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작곡은 감리교의 공동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찰스 웨슬리
(Charles Wesley) 목사이고 작사는 찬송가나 성가를 가장 많이 작시하고 성공적이
었던 작가로서 미국의 감리교인인 맹인 파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
입니다.
이 여인은 장수하였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끝까지 자신의 실명에 대한 후회
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재능을 충분
히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생후 1개월 반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 때에 감기에 걸리고 눈병이 났는
데 무지한 식모가 뜨거운 겨자 마포를 눈에 댄 것이 그만 그녀를 맹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후 Frances Jane으로 세례를 받았고 아버지는 그가 9세 되던 해 죽었
습니다. 15세가 되어 그는 뉴욕시에 있는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교사로 오
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녀가 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작시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1858년 크로스비는 같은 학교 교사로 있었던 맹인으로 학자며 음악가였던 알렉
산더 밴 알스타인과 결혼하여 매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녀의 부군이 1902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돈독한 사랑으로 세인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녀는 근 60년간을 시인이자 운문작가로 명성을 날렸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성
가를 작시한 것이 44세 되던 때였습니다.“예수가 거느리시니(He Leadeth me)”
개편 332장, 새찬송 488장과“예수 사랑하심은(Jesus Loves Me, This I Know)”
개편 549장, 새찬송 592장“내 기도하는 한 시간(Sweet hour of prayer)”개편
313장, 새찬송 325장과“주께로 그저 갑니다(Just as I am, without one plea)”찬
송 287장, 318장 등 수많은 찬송을 작곡한 브래드베리가 1864년 2월 5일 찾아와 근
간에 작곡한 곡에 붙일 찬송시를 작시해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것이 8,000여편
이나 되는 막대한 찬송과 성가시를 쓰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의“결정의 시간(Hour of Decision)”
의 주제
찬송으로 사용되던 몇 곡 중의 하나로 1948년부터 불러온 가장 역사 깊은 찬송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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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그리쉽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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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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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集

109.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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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탕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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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멀리 멀리 갔더니
1.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와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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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멀리 갔더니
1912년 8월 12일 77세를 일기로 주님의 곁으로 인도된 이가 있으니
그가 곧“멀리 멀리 갔더니”
를 작곡한 윌리엄 가스타버스 피셔(William
Gastavus Fischer)입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영교를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피셔는 찬송곡을 작곡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좀처럼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일 후 침상에 들었을 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열심히 종이에다 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훌륭한 찬
송은 영감으로 탄생됩니다. 지혜의 근원이요 찬송을 거룩 되게 받으시
길 원하시는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어찌 그의 뜻을 알 수 있겠으며 또
그의 뜻을 모르면서 어찌 그가 합당하게 받으실 찬송이 나올 수 있으랴.
작곡자 윌리엄 가스타버스 피셔는 1835년 10월 14일 미국 볼티모어
(Baltimore)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음악 공부는 소년시절에 교회에서 시작했으며 1858년부터
1867년까지 기라드(Girad)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후, 필라델피아에서 피아노 등 악기 관계 사업을 하며 교회음악을
지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디 선생과 생키 씨의 부흥전도 집회가 그
의 도시에서 열렸을 때 6,000여명이나 되는 대성가대를 지휘하는 역량
을 보여 세인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퀘이커 교도인 윌리엄 펜
(William Penn)이 미국에 개척 상륙한지 200주년 기념 대집회 때도 역
시 웰시 음악인들과 화합한 대합창대를 지휘했던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 중 우리가 많이 부르는 곳으로는“이 죄인을 완전
케 하옵시고(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멀리 멀리 갔
더니(I am coming to the cross)”
“옛부터 전한 말씀(I love to tell the
story)”등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곁으로 갔지만 그가 작곡한 많은 찬
송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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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웬말인가 날 위하여
1.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 가셨나
벌레같은 날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2.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혠가 그 사랑 크셔라
3.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들고 눈물 흘리도다
4. 늘울어도 그눈물로 못갚을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몸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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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기 소개하는 이 찬송은“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거룩한 슬픔(Godly
sorrow arising from the sufferings of Christ)”
이란 제목 하에 4행시 6절을
왓츠 목사의「찬송가와 성가집(Hymns and Spiritual Song)」
(1707)에 실렸었
는데 2절이 생략되고 나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절을 빼놓고는 다 수정이 가해졌는데 1절 마지막 줄의“벌레 같
은 날 위하여”
의“벌레”
란 말에는 이론이 많아서 어떤 찬송가에는“나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을 위해(For such a one as I)”
라고 바꾼 데도 있고 또 어떤 찬송가에
는“나같은 죄인을 위하여(For sinners such as I)”
라고 바꾼 데도 있는데 많은
찬송이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벌레”
라는 표현이 문자
이상의 딴 의미가 있을 수 없고 신학적으로 어떤 절충할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
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해설가 어니스트 에뮤리언(Ernest K.
Emurian)은 그의 저서「유명한 찬송가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Living Stories
of Famous Hymns)」
에서 주장하기를“우리가 벌레가 아님을 누가 모르랴. 그
러나 벌레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왓츠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심령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마치 벌레가 죽어서
나비가 되어 나온다는 과정과 꼭 같으므로 이 사실을 설명키 위하여「벌레」
란
말을 사용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벌레는 원문에「Worm」
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유충이나「구
더기」등의 뜻으로 아주 무가치하고 천하기 짝이 없는 이 낮은 존재를 위하여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그의 자서전에 이 찬송을 듣고 회개하며“나의
영혼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찼다(My soul flooded with celestial light).”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스미스의 시집에 실렸던 관계로 윌슨의 후손들은 윌슨의 판
권확인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이 스코틀랜드의 민요「커크코넬의 헬렌
(Helen of Kirkconnel)」
곡과 비슷한 점과 이 곡의 판권만 주장했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봐서 이 곡은 스코틀랜드의 곡을 채택했다는 가능성
이 짙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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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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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골고다언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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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주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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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주 예수보다 더 귀한것은 없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 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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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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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눈을 주님께 돌려
네 영혼에 근심 있느냐? 어둔 길 헤매느냐
우리 구주 얼굴 뵈올 때 풍성한 삶 누리리다
네 영혼에 근심 있느냐 어둔 길 헤매느냐
우리 구주 얼굴 뵈올 때 풍성한 선물이냐
오 주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고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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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내 주의 보혈은
1.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3.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4.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 멘.

190

JESUS LOVE Lyrics Book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의 작시·작곡가인 루이스 하트소우(Lewis Hartsough) 목사는
1828년 8월 31일 뉴욕주 이타카에서 태어나 1852년 카제노비아 신학교를 졸업
하고 다음해인 1853년 감리교 목사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찬송 시와
곡을 써서 그가 편찬한 찬송가집에 실렸으나 이 찬송만이 오늘날 애창되는 찬송
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1872년 아이오와주 에프워스 부흥집회를 인도할 때 결신자
들의 초청송으로 사용키 위하여 작시·작곡했으며 그가 같은 해에 편집한“부
흥사”
지에 제464장으로 처음 실었습니다. 그후 이 찬송은 부흥집회 때마다 새
신자 초청송으로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6절까지 있었는데 6절은 생략
되어 지금은 5절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부흥집회 때 수 없이 많
이 불리우고 있는 동안 많은 역사가 이뤄졌는데 워싱턴의 어는 교회 부흥집회
때 일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결신자들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20년간을
교회 문밖에서 서성거리며 들어서지 않았던 어떤 상인 한 사람이 이 찬송 소리
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절, 2절, 3절 등을 계속 부르는 동안 이 상인
의 마음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단 밑에 무릎을 꿇은 결신자를 본 그 상인은 자기도 나아가 무
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로부터 이 찬송은 그가
가장 사랑하여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후 한 2주가 지난 어떤 겨울날 아침, 그날에도 이 상인은 그 아름다운 찬송
을 부르며 일하러 나가는 것을 그의 부인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을 몇 번
이고 되풀이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데 다시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부인이 문을 여기 사람들이 그 남편의 시체를 메고 들
어 왔습니다. 그 남편은 집에서 몇 발자국 안 가서 길이 미끄러워 넘어졌는데 그
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눈 앞에 닥쳐왔을 때“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겨주소서”
라고 찬송을 부르며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할 때 목적지가 가까워 오면 그
목적지가 보이듯이 그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찬송“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는
주님과의 대화였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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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 로 지고 견디다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 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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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체 하려나
3.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4.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후렴
오라 오라 방황치말고 오라
죄있는자들은 이리로 오라 주예수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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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나는 외로움 없네
1. 슬픔과 고통의 날이 모두 지나가니
하늘 영광 밝히 보이도다
저 천국의 찬란할 길 내게 주어지니
2. 죄와 근심의 날이 모두 지나가니
된 순례의 길 있네
영원한 나의 예비한 곳 나의 가야할 곳
할렐루야 난 외롬 없네
나는 외롬 없네 예수님과 성도들이
손에 손잡고 기뻐하네
주님 손잡고서 저 천국의 찬란한 길
할렐루야 기쁘게 걸으리

194

JESUS LOVE Lyrics Book

123.오늘 집을 나서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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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살아계신주
1.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2.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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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2.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4.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 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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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은 헨리 레이크 길모어(Henry Lake Gilmour) 작시에 조지 무어(George D.
Moore) 작곡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번역자 윌리엄 스왈른(William L.
Swallen 1859-1954) 박사의 찬송 시라고 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번역자 스왈른 박사는
우리나라에 온 초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많은 찬송 시를 작시·작곡을 했고 많은 외국 찬
송을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문에 치중한 것도 있으나 많은 찬송을 이 나라 신자들이 쉽
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번역과 운율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곡이라
할지라도 순수 창작곡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이 찬송도 그런 찬송 중의 하나입니다.
길모어는 1836년 1월 19일 아일랜드 런던데리(Londonderry)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
다에 꿈을 품고 16세 때 선원이 되었으나 고달픈 선원 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그의 배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닿았을 때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페인트 도장 기술을 배웠
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후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공부하여 여러 해 동안 치과병원을 개업하기
도 했습니다. 1869년 그는 뉴저지주 위노나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885년부터 그는 자기 집에서 위노나 감리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그는 헌신
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집사, 주일학교 부장, 성경 공부반 지도자, 성가대 지휘자 등 교회
일이라면 가릴 것 없이 닥치는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독창자로서도 매우 훌륭한 재능을 타고
난 사람이며 많은 존경을 받는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그의 생애를 배경으로 한 찬송이요, 그의 일생을 이 찬송으로 요약한 믿음의 찬
송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경험했던 선원 생활과 거친 바다를 소재로 하여 읊어놓은
것입니다. (윌리엄 스왈른이 번역하기 전 헨리 레이크 길모어의 작시를 말한다) 바다에서 심
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어려움이나 두려움. 인생의 항해도 이처럼 폭풍우를 만나 술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풍랑으로 가정이란 적은 배가 파선당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라는
배와 명예의 배가 파선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항구로 가야할 것입니
까? 작시자는「안식의 항구」
즉 그리스도 예수의 품만이 우리가 편히 쉴 곳이라는 것을 명백
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파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약하기만 한 배는 파선당하지 않겠
습니까?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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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나의 갈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 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 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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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알았네

200

JESUS LOVE Lyrics Book

2009 전자성경 가사집

201

128.이제 속히 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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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무덤에 머물러
1.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다
사셨다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2.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다
사셨다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3.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다
사셨다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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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별 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 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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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1.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2. 누구든지 예수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3. 누구든지 예수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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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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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공평하신 하나님(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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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나의 새 기쁨
1. 내가 찾은 참 놀라운 세계를 다 알게 전파하리라
내 영혼 구한 예수님 나의 새 기쁨
나 주의 진리 알지 못하여 헛되게 살아왔으나
참 기쁜 소식 들었네 기쁨 되신 주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를 구원 하신 주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를 구원 하신 주 나의 새 기쁨
2. 저들 날 비웃고 괴롭게 하여도
예수님 지키리 오 나의 새 기쁨
주 오시기 전에 나 해야 할 일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주 예수 내 기쁨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를 구원 하신 주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를 구원 하신 주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를 구원 하신 주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의 새 기쁨 나를 구원 하신 주 나의 새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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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1.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2.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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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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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도 내가 여기 왔어요
거룩하신 주의 그일을 내가 찬양하리라
주께 감사하여도 내가 여기 왔어요
거룩하신 주의 그일을 내가 감사하리라
주를 찬양하여도 내가 여기 왔어요
거룩하신 주의 그일을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손을 맞잡고 주의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주의 그일을 내가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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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사랑은
1. 사랑은 언제나 참아줘요 사랑은 언제나 친절해요
사랑은 자랑도 안해요 교만도 시기도 없어요
2. 사랑은 무레하지 않아요 사랑은 욕심이 없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를 좋아해요
사랑은 모든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요
사랑은 가실줄 모르는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세상 끝까지 영원한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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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난 예수가 좋다오
1.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체 주님 곁을 떠나 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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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반드시 내가 너를
1.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말고 실망치말라 낙심말고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2. 반드시 내게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3. 반드시 내게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사탄의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말아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후렴
네 소원이루는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돌리리
영광에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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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모두 다 내게 오라
1.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 버린 나의 모습은
못견디는 아픔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자여 내게오라 가난한자 내게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다 내게 오라
슬픈자여 내게오라 괴로운자 내게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오라
2. 수많은 사람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자여 내게오라 가난한자 내게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다 내게 오라
슬픈자여 내게오라 괴로운자 내게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다 내게 오라

214

JESUS LOVE Lyrics Book

141.심령이 가난한자는
1. 심령이 가난한자는 천국이 저희것이요
애통하는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것이요
온유한자 복이있나니 땅을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는저희 배 부를것이요
궁휼이 여기는자는자는 궁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자는 하나님을 볼것이요
화평케하는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컸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자 천국이 저희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주여 주소서
궁휼이 여기는자는자는 궁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자는 하나님을 볼것이요
화평케하는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컸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자 천국이 저희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주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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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위대하고 강하신/오 이기쁨/우리는 사랑의 띠로
1.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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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 이 기쁨
1.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것
2.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 꽃 피었네
3.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4.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후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3.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알리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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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2.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 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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