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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꼭 찬송을 하도록 강조하였으나 학생들이 이를 잘
듣지 않자, 이들을 위해 "아침 찬송" "저녁 찬송" "
자정 찬송"을 지어 부르도록 하였는데 그 곡이 바
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이

찬송은 1637년 영국 태생의 토마스 켄 찬

님(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송 시로 1674년경 작시하여 1695년 출판

으로 시작되는 이 찬송은 기독교 음악 사상 가장

된 윈체스터 대학 학자용 기도서에 처음으로 실렸

많이 불리어지고 있는 찬송으로 특히 4절로 된 이

던 찬송 시입니다.

찬송은 별도로 독립되어 현재에는 여러 나라에서

토마스 켄은 어릴 때 양친을 여의고 이복누이

같은 내용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밑에서 자라나 윈체스터, 하트헐 및 옥스퍼드 대

토마스 켄은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냈

학 등에서 수학하고 1662년에 목사로 임명되었습

으며 74세의 나이로 육의 몸을 버릴 때까지 그의

니다. 목사가 된 후 여러 곳에서(성당, 대학, 군

재산이라고는 낡은 기타와 말 한 필 밖에는 없었

등) 근무를 하다가 1711년 여생을 마칠 때까지 많

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은 작품시를 썼으며, 그의 작품을 4권으로 총망라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여섯이 그의 시신

하여 출판하였는데, 이 시는 그의 많은 작품 중 가

을 메고 아침 해가 올라오는 때를 맞추어 그가 생

장 돋보이는 찬송입니다.

전에 즐겨 찬양하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토마스 켄이 윈체스터 교목으로 있을 때, 새벽
에 일어나서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 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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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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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가 흔히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찬송 시는 바로 이와 같이 도무지 인간으로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

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탄생한 시

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라

입니다. 우리는 역경에 처하면 우리의 희망과 기

고 잘못 생각합니다. 본 찬송은 작시자 스테드 여

쁨을 다 단념하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돌아

사가 가장 암담했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 오히려 더욱 더 비참한 지경으로 빠지고 결국

평화와 위안을 주셨던 찬송 시입니다.

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스테드 여사는 좋은 환경

어느날 스테드 여사는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곤경에

즐기고자 가족과 같이 롱아일랜드 해협에 갔었습

서도 결코 의심치 않는 굳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

니다. 날씨는 쾌청하고 끝없이 아름다운 바다를

주셨습니다.

바라보며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라는

이 찬송은 같은 해인 1910년 찬송가 작시자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년이 깊은 물에 빠

작곡가인 윌리암 교수에 의해 곡이 붙여졌습니

져 익사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드 씨는 생

다.

각할 겨를도 없이 파도를 헤치며 헤엄쳐 소년에
게로 갔습니다. 그 때 허우적 거리던 그 소년은
구하러 온 스테드 씨를 꼭 붙잡고는 물속으로 끌
어들여 그만 둘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테드
여사와 어린 딸은 바로 눈 앞에서 그 소년과 함께
아빠가 익사하는 처참한 광경을 눈을 뜨고 바라
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스테드
여사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기도
실에 들어갔습니다. 비통한 가슴을 움켜쥐고 주
님 앞에 무릎을 끓었습니다. "주님!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까?" 스테드 여사
가 한 주일을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
는데 주님은 고요히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
씀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약속을 그대
로 믿는 것들이 무한히 기쁘고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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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송의 작시자 바브콕(Maltbie Davenport

는 기회"는 날이 갈수록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Babcock) 박사는 모두가 천재라고 할 만큼

는 감당할 수 없이 밀어 닥치는 일 때문에 지칠대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1858년 8월 3일 뉴욕주 시라큐즈(Syracuse)에

교회 성도들은 이 분주한 목사가 휴식을 취하

서 태어나 43세밖에 살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돌

고 원기를 회복할 길은 여행밖에 없다고 생각하

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찬송 시의 내용과 같

여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이 그 말씀의 충고를 알고 깨우쳐 나갔더라면 좀

그리하여 대양을 건너는 동안 휴식도 취하고 성

더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업을 더 하다가 주님께

지에 가서 우리 주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한번

로 갔을 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번 신학교를 졸업

더듬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하였던

하고 장로교 목사로 뉴욕주 록포드가 그의 첫 목

것입니다. 그는 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회 교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때에는 그의 매력

여행도중 1901년 5월 18일 이태리 나폴리

있는 인간성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 그리

(Naples)에서 갑자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

고 순수한 낙관주의 등으로 출중한 학생으로서

다. 그의 나이 겨우 43세 - 그의 영향력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성도들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만 가버리고만 것입

에게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보러 갈

니다. 그후 그의 부인이 그의「시와 설교, 연설」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

등을 정리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나 늦은 밤에 시내에서 북쪽으로 2마일이나 떨

바브콕 목사는 이 찬송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진 산마루에 올라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

실재하심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및 하

며, 하나님과 교제하곤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의

나님의 계획과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등산, 자연과 하나님과의 교제, 2마일이나 되는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찬미하는

긴 산책, 주변 자연의 40여종이나 되는 많은 새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들의 합창 등은 곧 그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었

섭리와 계획에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고

고 바로 이 아름다운 찬송 시가 탄생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더 큰 교구로 옮겨갔습니다. 교인은 나날이
불어나 이들을 돌보는 일과 확장되는 교회의 행
정, 시의 일을 같이 돌봐야 하는 것으로 그의 짐
은 나날이 무거워만 갔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연을 즐기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처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즐기던 "하나님과 더불어 들에서 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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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 Thomas
1942년 8월 7일생으로 미국 오클라오마 휴고에서 태어난 B J Thomas 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빌보
드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컨츄리와 팝을 주로 부르는 미국의 인기가수이다.
그는 택사스 휴스턴 근처에서 자랐으며 솔로 가수전에는 Triumphs라는 교회합창단에서 10대를 보냈
다. 1966년 Triumphs와 B, J Thomas는 "I'm So Lonesome I Could Cry"라는 앨범을 내놓았으며 같은
해 같은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내놓는다.
1968년 Thomas는 그의 앨범 "On My Way (Scepter Record)"의 첫번째 곡인 "Hooked On Feeling"
이란 곡으로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올랐고,1969년 영화 "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의 주제곡
"Raindrops keeps Fallin' On My Head"를 불러 1970년 1월 빌보드 챠트 Hot100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하였다.
1975년 B J Thomas는 앨범 "Reunion"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 "(Hey Won't You Play) Another
Somebody Done Somebody Wrong Song"이 두 번째 정상을 안겨준다.
이후 수많은 복음성가와 찬송가로 빌보트 차트 정상에 오르게 된 장본인중 한명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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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에 있는 수백 종의 종교단체 가운데 가장

세계”
라고 제목을 바꾸었고, 5년 후인 1912년 당

활발한 단체가 미국 복음전도 신약교회입

시 러시아의“마틴 루터”
라고 불리 웠던 이반 프로

니다. 이 교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1950

크하노프 목사가 글렌의 독일어 역문을 노어로 번

년도 판에는“오 위대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의 찬

역하여 그의 찬송가집“심발”
에 포함시켰습니다.

송 한편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그후 1922년 프로크하노프 목사의“심발”
을포

칼 보베르크 목사가 1886년에 작시한“오 위대하

함한 수권의 찬송가를 합본하여“크리스천의 노

신 하나님”
의 스웨덴 원문을 노스파크 대학의 존

래”
라는 제목으로 집대성되었는데 미국 성서 공회

슨 교수가 영어로 번역한 후 1925년에 편집하여 6

에 있는 프로크하노프 목사의 친구들에 의하여 뉴

년 후인 1931년부터 그 교파의 찬송가로 계속 사

욕에서 노어로 출판되었고, 1927년에 마지막으로

용해 오던 책자에 추가시킨 것 곡입니다.

역시 프로크하노프 목사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러

보베르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찬송

시아에서 재판되었습니다.

은 여름날 천둥친 후 스웨덴의 초원과 호수가 어찌

이렇게 완성된 찬송은 1949년 하인 목사가 발

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여

행하던 노어 복음지에 처음으로 실리어 세계 각국

기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고

나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영감을

대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인기 있는 찬송으로

이렇게 시로써 표현했다.”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가 다 신비의 세계로 그

이 찬송은 칼 보베르크 목사의 영감을 주축으

가 지으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이 땅의

로 슈트와트 하인 목사와 많은 역자의 영감이 함께

초목과 숲 등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훌륭한 찬송을 탄생시키기

게 주신 너무나 큰 보배들입니다. 거기에다 그의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같은 영감을 부어 주셨던 것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입니다.

하셨으니, 참으로 그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깊이 찬송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우연히도 이 시는 스웨덴의 민요와 운율이 같
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민요곡에 맞춰서 부르기 시
작했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찬송가는 곧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이웃 여러 나라에 파급되
어 갔습니다.
처음, 독일어로 번역될 때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던 맨프레드 본 글렌이“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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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혜 놀라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감격하였고 그
놀라운 힘과 또한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54살 되던 1779년에 작시한 것

이

곡은 존 뉴톤(John Newton : 1725-1807)

으로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얼마나 감격의 생활을

목사의 실제 회개의 간증이며 그의 크리스

하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39세 때 목사

천 생활에 있어서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존 뉴

가 되어 그의 여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으며

톤은 상선의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6세 때

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11세 되던 해부터는 부친의 배에

82세인, 1807년에 주님 곁으로 가기 전 남긴

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거

말은 무척 감동적입니다.“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

친 선원 생활은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

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리라. 하나는 예상치 않았

습니다. 점점 더 포악하고 부도덕해 지기만 했던

던 사람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것과 둘째는 예상했

그는 결국 그의 부친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후 여

던 사람이 그곳에서 보지 못할 것과 그리고 셋째

러 곳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그의 괴팍한 성격으로

로 가장 큰 놀라움은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

고용주와의 충돌이 잦았으며 끝내는 투옥되기도

을 발견함이로다.”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

했습니다. 그 후 노예 선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람, 사람이 볼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람이 볼

선주의 흑인 부인을 경멸하는 행동을 하다가 그만

때 많은 선을 베푸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

노예의 신분의 몸으로 전락하는 처참한 신세에 까

각은 다를 수 있음을 존 뉴톤 목사를 통하여 깨닫

지 이르렀습니다. 이 처참한 상태에서 우연한 기

게 해줍니다.

회에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
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그의 마음에
는 회개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사 자
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귀중한 목숨을 버리셨
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을 깨닫게 해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에 눈물
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가 지은 많은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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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 편하다(내 평생에 가는 길)

1873

년 11월 프랑스의 초호화 여객선 빌

판 위로 초청하였습니다.“스파포드씨! 지금 이 배

레데 하버호가 뉴욕 항을 출발 구라

는 당신 아이들을 침몰시킨 그 장소를 항해하고 있

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습니다.”그 날밤 스파포드는 한 잠도 잠을 이루지

많은 저명인사가 타고 있었고, 그 중에도 시카고

못하였습니다.“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의 대사업가요 변호사이며 대학교수인 스파포드

하여 하나님은 나의 네 아이를 데려 갔을까? 하나

씨의 부인이 네 아이를 데리고 타고 있었습니다.

님은 나를 저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오! 하나

원래 스파포드 씨도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로 예
정되었으나 당시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하여 사후

님...”그러나 그의 확실한 신앙은 그의 의심과 공
포 그리고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습 차 프랑스에서 만나기로 하고 가족만 먼저 배

그날 밤 밤새 울부짖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에 태운 상태였습니다. 모두들 기쁨 중에 배는 고

한 시로 응답해 주셨으니... 그 시가 곧“내 마음

요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편하다”
입니다. 영감으로 작시한 그 내용에 크게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11월 22일 새벽 2시. 악

감동이 되어 스파포드 씨의 믿음의 친구 블리스 씨

몽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 건너편에서 오

가 곡을 붙이니 바로“내 마음 편하다”
라는 찬송이

던 영국의 철선“록키안호”
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

탄생되었습니다.

입니다. 충돌 후 불과 두 시간도 못되어 226명의
목숨이 여객선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죽음
직전 스파포드 부인은 네 자녀를 갑판에 오르게 한
후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하나님 아
버지시여! 이 사랑하는 네 아이의 목숨을 건져 주
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간절
히 기도한 수분 후 배는 네 아이와 함께 가라앉았
고, 부인만은 기적적으로 생명선에 익사직전 구출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파포드는 주님께 기
도하였습니다.“시카고 화재에 전 재산을 날리고,
이제 가장 소중한 네 자녀마저 아버지께 돌려드렸
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까지나 아버지께 모든 것
을 맡기겠습니다.”
12월초 부인을 만나러 웨일즈로 가던 중이었습
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배의 선장이 스파포드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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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Evie Tornquist)
오늘날 가스펠송을 빌보드차트에 올린 장본인-노르웨이에서 10대부터 가수생활을 하던 에비는 미국
으로 이민- 1974년 음반을 발매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북유럽의 특유한 시원한 목소리, 달콤하고 따듯한 창법 누구도 모방하기 힘든 맑고 깨끗한 영혼의 소리
라는 찬사와 아울러 197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가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이로 인해 미국 가스
펠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자가수상을 1977,1978년 연속수상이라는 영예도 받게 된다.
대표곡으로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작은 불 꼿 하나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등이 있고 이후
78년 에이미 그랜트. 80년도의 샌디 패티가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CCM 이라는 영역을 최초로 빌보드차트에 자리매김을 한 대표적인 주자로 드디어 그가 이룬 공로로
2005년 미국 가스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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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찬

송 중의 찬송이요 하늘의 음악과도 같은

린곡입니다.

이“할렐루야”대합창은 참으로 장엄하고

이곡은 아일랜드의 총독 데보샤 경의 요청에

훌륭한 찬송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으

의해 작곡한 것인데 이때는 56세로 헨델의 기운

로는 그 내용이나 곡이 너무도 훌륭하여 이곡을

이 쇠퇴하였을 때요, 수편의 가극이 실패하여 거

부를때에는 세계 모든나라에서 합창단원들과 청

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중 모두가 기립하여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찬송“할렐루야”
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헨델에 대해“이제 끝장났다”
라는 소문이 런던
에서 돌고있을 때였습니다.

한사람인 조지 프레데릭 헨델(George Frederick

이런 비운 속에서 영감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Handel: 1685-1759)이 지은 작품 오라토리오
「메

꿇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곡을

시아(The Messiah)」
에서 발췌한 것으로 메시아

쓰는 내내 기도하다가는 작곡하고 작곡하다가는

의 제 44번곡입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나 작곡에 몰두

헨델은 1685년 2월 23일 독일 할레(Halle)에

했던지 며칠 동안 침식을 전폐하다시피 하였으며,

서 태어났는데 바흐보다는 한 달 먼저 태어났습니

그가 이 곡을 쓰는 동안에 황홀경에 빠져있는 것

다. 헨델의 아버지는 헨델이 음악에 취미를 가지

을 그의 종들은 가끔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 있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고 당신의 뜻대로 법

헨델 자신도 그토록 자신을 잊고 몰두해 본 일

률을 공부시켜 그 계통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

은 없다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44번“할

러나 헨델이 졸라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오르간니

렐루야”
합창의 작곡을 완료했을 때 그의 볼에서

스트요 작곡가였던 프레드릭 빌헬름 차코브 밑에

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종을 향하여“내

서 취미로 음악을 공부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오, 주여, 주여-

런데 어찌나 뛰어났던지 곧 그도시 교회에서 오르

”
라고 외치면서 열띤 눈으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

간니스트로 초빙되어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

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악보를 완성하고 나서 많

까지 봉사하였습니다. 헨델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

은 원고 뭉치를 가리키며“오, 하나님 나를 찾아

을 떠나자(1703) 한달도 못돼 할레대학에서 하던

오셨군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법률공부를 접고 음악에 전념키 위하여 함부르크
로 갔습니다.

1743년 3월 런던에서 황제 조지 II세 참석 하
에 공연을 가졌는데“할렐루야”합창이 나오자 이

그 때가 그의 나이 18세 때였습니다.

에 감동된 황제가 바로 기립하였습니다. 이에 청

이 불후의 명작이요 대작 할렐루야는 1741년 8

중들은 모두 따라 기립하여“할렐루야”
가 끝날 때

월 22이부터 9월 14일이라는 불과 23일 만에 완

까지 모두 기립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할렐루

성 되었고, 전문가들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기

야”합창이 시작되면 모두 일어나는 관습이 온 세

적과도 같은 곡이라고 말합니다.

계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천지창조"는 18개월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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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ospel songs to the world

HANNA LEE 우리의 복음성가를 세계로 한, 영어로 부르는 우리의 복음성가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미국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
으려고 한국 찬양들을 영어로 불렀어요. 영어와 한국어 두언
어로 부르면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가 미
국 2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발음이 좋다고 합니다. 언어는
뇌의 왼쪽만 사용하지만 노래는 뇌의 전체를 사용한다고 합
니다. 제가 성가곡을 통하여 한국 말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의 영어공부에도 이 찬양곡들이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에 귀한 찬양곡들을 녹음하였습니다. 한국
찬양들은 한국사람 만이 가진 한과 정서,그리고 순수한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생생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널 위하여 기
도하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등 ... 많은곡들
은 영어권에서는 찾기 어려운 신선하고 감동적인 찬양곡들입
니다.
이 곡들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들도 아름다운 한국인의 마
음과 정서를 느낄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반주해 준 피아니스트 김성현은 제가 한국에 있
을때 함께 새벽예배를 섬기면서 만난 저의 룸메이트이자 베
스트프랜드입니다. 이곡들은 많은 찬양을 통하여 호흡을 맞추
면서, 또 서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면서, 그러한 가운데 성
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완성된 찬양입니다.이 섬세한 피아노
소리에 자세히 귀 기울여 보시면, 깊은 영감을 느끼실 수 있
을 것입니다.노래, 발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들으면서 은
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카고에서 이 한 나 올림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1 John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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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4:7)

번역/노래

이한나
1982년 생
3살때 미국 이주
시카고 대학 수학전공 졸업
한국 증권 연구원 번역사
시카고 방주교회 고등부 찬양인도
시카고 노스브룩 고등학교 찬양인도
온누리교회(양재) 영어새벽예배 찬양인도

피아노

김성현
1981년 생
호주 멜버른대 음대 피아노 전공 준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과 석사
호주 캔터베리 장로교회 반주
한국 온누리교회 양재 청년부 반주
한국 온누리교회 양재 영어새벽예배 반주, 찬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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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You were born to receive Love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You were born into this life to be given love
And in your life now, you are receiving this love
You were born into this life to be given love
And in your life now, you are receiving this love
The Love of God, that was and is from beginning times
Bore much fruit of the vine, through our friendship
Because of your existence and presence in this world
To all of us, this means great joy.
You were born to receive love
And in this moment now, you are given this love
You were born to receive love
And in this moment now, you are given this lov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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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The LORD watches over you. (Psalms 12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e sun by day and the moon by night, will never harm you.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and your coming and going.
Lift your eyes up to the mountains, where does your help come from?
Maker of heaven, of you and all the earth; My help comes from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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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로암 Shiloam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이었소
주님 맘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In the dark of night, in the black of night,
I pursue the break of the dawn.
Although bells may toll, although cocks may crow,
In my vision, there was only night.
That first day we met, one another,
Was a cold and brisk morning dawn
He had truth in him, I could sense from him,
that inside him was the way of the light.
Oh Jesus, my God, Lord, I thank you for Shiloam which you gave to me.
Keep me wrapped in your endless, boundless love,
caught up in your arms forevermore.

290

JESUS LOVE Lyrics Book

4.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Galilee mountain, in the forest.
There Jesus met the eleven once again.
His last commandment was to tell us
My friends, go out to all the nation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peoples.
The salvation of the earth rests on thee.
Go and make disciples, teach the way of truth and light.
Surely I am- with you- to the very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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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A prayer is rising for You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Weariness overwhelms and we are helpless to pray
And the tears, like the rain, gently flow away
He knows of our vulnerabilities
And with his Love, provides the way.
Someone is stirring for you.
A prayer is rising for you.
When in low times, lonely and tired,
you collapse in desperation,
Someone is raising their heart up for you.
Shrouded in loneliness, and you are left without friend
Sympathy and empathy, not one stranger left to lend,
The Lord, He knows of your heart’
s deepest cry
Standing alone enhances your sigh.
Quietly, someone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When in low times, lonely and tired,
you collapse in desperation,
Someone is raising a prayer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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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 예수가 좋다오

I really like the LORD.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Many people, not knowing sound truth,
Depart and leave the refuge of the LORD
The LORD~ I have met was LOVE in every way.
He was truth and hope and showed the way.
I, I really like the LORD. I, I really like the LORD
Like Peter whom Jesus loved, declared his true love,
I , I really love the LORD.
Like Peter whom Jesus loved, declared his true love,
I , I really lov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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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의 입에 말과
May the words of my mouth (Psalms 19)
나의 입에 말과
나의 맘의 모든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 되길
나의 입에 말과
나의 맘의 모든 묵상이
열납 되길 원하네.
나의 반석 나의 구속
나의 노래의 이유.
주의 눈에 내가 찬송이 되리라.
모든 시각 모든 순간,
나는 주의 종이라
주의 눈엔 내가 찬송이 되리라.
되리라.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pleasing to You.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my God.
You're my Rock and my Redeemer,
You're the reason that I sing.
I desire to be a blessing in Your eyes.
Every hour, every moment,
Lord, I want to be Your servant;
I desire to be a blessing
in Your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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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찌 설명을

How Do you Explain

어찌 설명을, 어찌 그릴까
동서 땅끝에 넓이보다
그의 사랑 더 크네
모든 소망과 두려움 아시네
느끼는 사랑 어찌 표현을
하지만 들어 주세요

How do you explain, how do you describe
A love that goes from east to west
And runs as deep as it is wide
You know all our hopes
You know all our fears
And words cannot express the love we feel
But we long for You to hear

마음에 음성을
들어주세요.
주께 구속한
영혼들에 노래.
우리의 말들로써
주님의 위대함 찬양해요.
사랑에 표현 충분치 않아요,
마음을 들어주세요.

So listen to our hearts
Hear our spirits sing
A song of praise that flows
From those You have redeemed
We will use the words we know
To tell You what an awesome God You are
But words are not enough to tell You of our love
So listen to our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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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길 수 없네
Magnificent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의 사랑에 거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히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Who compares to You?
Who set the stars in their place?
You who calmed the raging seas
That came crashing over me
Who compares to You?
You who bring the morning light
The hope of all the earth
Is rest assured in Your great lov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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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시 고백합니다 Here I am Again
내 마음에 가득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 할 수 있나
수 많은 찬양들로 그 맘 표현 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 ~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Here I am again just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s.
I must have prayed a thousand prayers
And sung a hundred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H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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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편8편

Psalms 8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x)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Jehovah,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on earth.
How can You be so beautiful?
How can You be so beautiful?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As I look on them.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What is he that you have crowned him,
With glory, honor and authority.

피아니스트/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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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에 인자는 끝이 없고

(예레미야 애가 3)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Lamentations 3)
주에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 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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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 여호와는 광대 하시도다
Great is the Lord Most Worthy of Praise (Psalm 48)
주 여호와는 광대 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The city of our God, the holy place,
The joy of the whole earth.
Great is the Lord in whom we have the victory
He aids us against the enemy.
We bow down on our knees.
And Lord we want to lift Your Name on high,
And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s You've done in our lives.
And Lord we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For You alone are God eternal,
Throughout earth and heaven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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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가 주 생각하면

When I Think About the Lord
내가 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키고
나를 충만케 성령님으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가 주 생각하면
나를 건지사, 날 바꾸시고
나를 반석에 세우시사
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해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찬양, 다 받으시사.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Saved Me
How He Raised Me
How He filled me with the Holy Ghost
How He healed me to the uttermost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picked me up and turned me around
How he placed my feet on solid Ground
It makes me want to shout,
Hallelujah! Thank you Jesus!
Lord You’
re worthy of all the Glory
And all the Honor and All the Praise
And It makes me want to shout,
Hallelujah! Thank you Jesus!
Lord You’
re worthy of all the Glory
And all the Honor and All the Prai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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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의 신을 내가 떠나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Psalms 139)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How could I hide from Your eyes?
Why would I wander away from You
Knowing that You are so wise?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depths of the sea
Even the darkness hides nothing from You
And with Your hand You will lead me
For You did knit me together
Even before I was born
I will confess You and praise You
You are my wonderful Lord

304

An Electron Bible 2009

16. 하나님 은혜라

The Grace of God

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갈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He who made me as I am is the Lord
He who call - ed forth for me is the Lord
He who sends me to the world is the Lord
It is by the Grace of God, I am all that I am
To run the final race marked out for us
To breathe the final breath numbered for us
He enables me to take up my daily cross
It is by the Grace of God, I am all that I am
An endless, boundless Grace, A precious, priceless Grace
Enveloping my life, that is the Grace of God
With no hesitation, I set my foot on His Land
Sustains and holds me up, that is the Grac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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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때로는 너의 앞에

There will be times ahead in life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 과 아픔있지만
담대하게 주를바라 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나라 하나님에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There will be times ahead in life, of pain and difficulties
That strength of spirit, by which thy wait upon the Lord
Spirit of thine, revealed in time, how beautiful to us it seems
Spirit of thine shall bring, Great glory to the King,
We praise our God and sing, oh Hallelujah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priesthood of royalty
A Holy Nation, a possession of the Holy One
Spirit of thine, revealed in time,
how lovable to us it seems,
Spirit of thine shall bring, Great glory to the King,
We praise our God and sing, o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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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 주여 나의 마음이

My Heart is Steadfast (Psalms 57)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 O God.
I will sing and make music.
Awake my soul, awake my mind.
Pick up the harp and strum the lyre.
Awake at Dawn to lift up praise, to the LORD.
Melody, melody, Jesus is my melody
Jesus, Jesus, Jesus is my mel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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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의 영혼이 잠잠히 (Psalms 62)

My soul, find rest in Him.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되시네
Oh soul, my soul. Find rest in Him.
Find rest In God alone.
Salvation comes, comes from Him,
From Him alone.
Oh soul, my soul. Earnestly.
Yearn for Jehovah, our Lord.
My hope and faith, come from Him.
from Him alone.
Only He alone, is my fortress,
my salvation and my rock.
He alone is my savior,
I will never shake in trusting Him.
My salvation and my honor, depend on God alone.
The mighty, foundation, our refuge is ou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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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편23편
Psalms 23

예수, 나의 공급자 되신 목자.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 소생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가 나의 위로
영원히 함께하시네.
Jesus, my shepherd and only provider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clear waters
He restores my soul.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s
I will not be afraid
Your rod and staff are my only comfort
And he’
ll be with me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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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문화원’이걸어온길
1982년부터 2008년

1982년
10월 미성문화원 설립
1983년
12월 복음성가집 "하늘가는 밝은 길이" (테이프10+책) 제작.
1984년
05월 가요대전집 "두만강 푸른물에"(테이프10+책) 제작
10월 수출용 가요앙콜대전집 "꽃피는 동백섬에" (테이프+책) 제작
세계에서 가장 큰 설악산 그림엽서 제작 (16절,32절크기 총 20 종)
1986년
01월 "현대인의 성경" 카세트 전집 제작 (극동방송 아나운서 10인)
1988년
08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간증집 "새벽을 깨우리로다 I" (카세트 10개) 제작
1989년
01월 예수원 대천덕 신부 "산골짜기에서 온 말씀" (카세트 10개) 제작
06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카세트 10개) 제작
10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설교집 "새벽을 깨우리로다 II " (카세트 10개) 제작
1990년
06월 어린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테이프8+책2) 제작
12월 한국교회 주기도,사도신경,축도 문제있다 (책 278 P)제작 (장신대 나채운목사)
1994년
12월 하늘가는 밝은 길이 CD 대전집 (CD 12장+악보해설집) 제작
1995년
12월 말씀과찬양대전집 제작 (카세트 5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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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드라마성경대전집 (테이프 120 개) 제작
12월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기도" 책 제작 (1 만권 무료배포)
1997년
05월 한얼산 기도원 고 이천석 목사 설교집 제작 (테이프 9개)
1998년
01월 찬송가, 복음성가 모음집 "살아계신주하나님" (테이프 10개) 제작
1999년
01월 성경 입체낭독 (테이프 120 개) 제작
12월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 설교집 "제자 입니까" (테이프 10개) 제작
2000년
01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행복으로 가는 길" (카세트 10개) 제작
02월 예수원 대천덕 신부 "산골짜기에서 온 말씀-수정판" (카세트10개) 제작
03월 목동 제자교회 가을 페스티발 CD 제작 (1999 FALL MUSIC FESTIVAL)
04월 찬송가대전집 제작(테이프 32개, 558곡 전곡)
부산 교통방송교재 "드라이빙 잉글리쉬" 책 1+ 테이프 2개 제작
05월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 "기도테이프" (테이프 2개) 제작
08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에베드 4.0) 제작 (개발 : (주) 에베드)
12월 성경입체 낭독 카세트테이프 120개를 변환, MP3 CD-8장으로 제작
2001년
06월 지능형 입체학습 엔 스터디웰 N.StudyWell 제작 (개발 : 네모21정보통신)
07월 복내전인치유교실 실황테이프 (90분용 12개)제작 (개발 : 복내 전인 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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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1월 하늘가는 밝은 길이 2002년 수정판 제작 (카세트테이프 12개)
07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설교집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 제작 (카세트 12개)
09월 찬송가,복음성가 011,017 컬러링 서비스 시작 (7982 뮤즈피아)
10월 찬송가,복음성가011,017,016,018, 컬러링 CD 제작 (1만장 무료배포)
11월 NEW 하늘가는 밝은 길이CD 전집 보급판 제작. (CD 12장)
12월 016,018 투링서비스 시작
2003년
01월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 "기도의 대혁명" (CD 2장) 제작
03월 찬송가,복음성가019 필링 서비스 시작
08월 CCM 옴니버스 "예수사랑 I" (CD 12장 + 가사집 2권) 제작
09월 CCM 옴니버스 "예수사랑 I" (TAPE 12개 + 가사집 2권) 제작
12월 CCM 옴니버스 "예수사랑 I" (MP3 3 장 + 가사집 2권) 제작
2004년
01월 하늘가는 밝은길이 2004년 수정판 CD 제작
02월 하늘가는 밝은길이 2004년 수정판 TAPE 제작
03월 요세푸스하버드판 CD제작(요세푸스전8권)
주제별 성서대전(BIG2) CD 제작
절기.헌신예배 원문연구CD 제작(전4권)
04월 죤 칼빈"기독교 강요"(영한대조 개정판) CD 제작(전4권)
05월 가나안농군학교 고 김용기장로"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영문판
If Anyone Will Not Work,Neither Let Him Eat 단행본 제작(278P+칼라8P)
가나안농군학교 김평일교장"내리사랑 올리효도"개정판 단행본 제작(256p+칼라8p)
06월 광복교회30년사 책자 제작(200p칼라,4X6배판)
대전 복동산교회 임창옥목사 간증수기"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 보세요" 제작
컴맹탈출프로그램"베이직 마스터" CD6종 제작 ,초급에서 중급 "웹 마스터" 6종제작
07월 김태석목사 찬송으로 배우는 성경"성경 찬송" 제작
08월 베스트 찬양대전집3집 제작(6CD)
09월 찬송가CD 대전집제작(CD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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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5월 옴니버스찬송가 테이프제작 (테이프27개)
(2004.8~2005.4월까지 200여곡을 국내정상의 합창,중창,성악인,찬양사역자동참제작)
06월 옴니버스찬송가 CD대전집 (CD24장)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새신자용"CD제작
11월 찬송가558곡 전곡 MP3제작,가사지원(CD3장)
12월 전혜련복음성가5집(CD),오승영시집(CD+책자),이용호목사 찬양모음1집(CD)
2006년
03월 국내최초 CD24장을 옴니버스찬송가MP3 1장으로 변환 성공
07월 제 10회 복음성가 경진대회 CD,테이프,팜프렛제작
08월 신승균CD,TAPE제작. 성은교회 서영식장로 간증 CD제작. 신남숙 CD,TAPE제작.
08월 요한과 에스더 CD제작. 정일혁 CD,TAPE 제작, 채수강섹스폰 CD 제작.
09월 Sunny Nam 목사 CD 제작.김풍일 목사 CD제작. 호선생중국어 CD 제작.
10월 미국세계등대교회 이상남목사 설교집(CD11)제작,
11월 개역한글 오디오성경(CD72장) 제작,주안 주공아파트 팜프렛 제작
이상근목사 성경암송CD(CD6장) 제작,
12월 개역한글 MP3CD(MP3 CD4장) 제작
12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회화 책자제작(팝CD6장보너스)
2007년
03~5월 전국목회자세미나1회~20회(20년간)
MP3프로그램제작(음성및 본문수록 총300편의설교)
04월 "오디오성경전서" DD 제작(이지맥스)
06월 *2007년판 김용기장로 "일하기싫으면 먹지도마라" 책자제작(신국판 330페이지)
*분당소망교회 "이럴때 이말씀"책자제작 (양장제본,400페이지)
* CLEANROOM DESIGN책자제작(4*6배판 양장제본,칼라판3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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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사람들CD제작 *성낙교회 김기동목사 시집CD 제작
07월 박경옥복음성가 5집,찬송가 모음집CD, TAPE 제작
다락방CD 제작(중국어, 서반어, 러시아어각6종)
원 스톱 영어(One Stop English)10종 CD 제작
08월 천호동교회 60주년 음악회 CD 제작
09월 t.h.e daisy 디지팩제작(3단디지팩+16p책자)
11월 제22회 세계기독교대회
The 22nd church growth international confernce DVD 12장 제작
12월 내리교회 제24회 메시아대연주회 CD,DVD 제작
건설 60주년 건설인송년음악회 DVD 제작
월드비젼교회 은혜의찬양 CD, 테이프 제작
2008년
01월 영상고등학교 교육용프로그램제작,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CD제작,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최향숙집사 간증제작)
쉼뮤직 "에스더"카스펠송 디지팩CD제작
노래모임"소리쌓기"CD제작,
월드미션교회 찬양2차 CD제작
02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새생명의찬양 CD제작,암사동성당 CD제작
서울시교육위원회방과후프로그램CD제작
김동호목사 설교CD"동행"제작
행복의노래(테너심우훈)CD제작,사랑의 노래(백은경)CD제작
미국대학입학프로그램 디지팩제작
03월 채수강선교사 섹소폰CD제작,사라진것들 남겨진것들(이일우1집)CD제작
서울시교육위원회 방과후프로그램 2차제작,내마음의노래CD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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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광목사 찬양CD,테이프제작
04월 행복한 삶으로의 여정(400P,양장제본)제작
일본어판"한류스타드라마&영화촬영지,단골가계투어 (올칼라316p) 책자제작
05월 TV성경(DVD1장)제작(개역개정판),크리스쳔중국어 CD6장 제작
아바,아버지2권(208p)제작,류찬 디지팩 제작,공창준색소폰 디지팩제작
07월 진선미 CD 제작,영상고 "산학협력" our story DVD 제작
"건강과 비만" 책자(160p 올칼라 양장) 제작,임현아 디지팩 제작,
신소영 디지팩 제작
천연소재와 건강(올칼라 신국판 책자) 제작
공민은 "열여덟,봉사활동을 말하다"(12절, 216p올칼라, 양장) 제작
이상용 디지팩 제작,김원 디지팩 제작,백성민 디지팩 제작,
인동남 디지팩 제작
08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이드북 책자
09월 빈 디지팩 제작,김연숙디지팩 제작
민성아디지팩 제작,산북교회 주보 제작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디지팩 제작
미친고3 해외봉사도전기 3(안상현,선상엽)
이덕수목사 속독성경제작
10월 아프리카선교용 달력 제작
한,영어로 부르는 우리의 복음성가(이한나) 제작
전영록17번째 앨범 2 DVD 디지팩+책자 제작
예수전도단 이지웅 DVD10종 제작
이호석 디지팩 제작,김도연 찬양CD 제작,일산병원 C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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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농군학교 팜프렛 제작,류찬 디지팩 제작
로뎀교회 주보 제작,지은 디지팩 제작,
김수정 디지팩 제작,박화준 디지팩 제작
민성아 CD 제작,성노디지팩 제작,혜미디지팩 제작
김태석목사 성경 찬송 CD+가사집 제작
11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래책자제작(특수사이즈 200p올칼라)
영어를성경으로 성경을영어로 책자 제작(428p)
후안까를로스오르띠즈목사 설교10편 MP3 CD 1장으로제작
성경을영어로 영어를성경으로 책자전체 원어민녹음 MP3제작
12월 전자성경"JESUS LOVE"제작
베스트찬양대전집가사집제작(320p올칼라)
성령,치유부산대성회(조용기목사,조용목목사)부산사직체육관DVD제작
동원물류80mm홍보용 CD제작
내가 만난 하나님(최향숙집사) 간증집제작
소망교회탁상용 카렌다제작
미국 세계등대교회 이상남 목사‘왕의 복음’DVD24장 제작

www.meesung.co.kr
msung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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