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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tory  

prayer 김순배 강도사 



















   

          다같이 



 

 요한 일서(1 John) 

4:7-12 

 



(요일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
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
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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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
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
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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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와 갑순이 <김부해 작곡>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곁으로는 아아아---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아아아--- 안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아아아--- 고까짓 것 했더래요 
 



 
 
 
 
 
 

  
 7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and every one that loveth 
is born of God, and knoweth God. 
8 He that loveth not knoweth not God; for 
God is love. 
9 In this was manifested the love of God 
toward us, because that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10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1 Beloved, if God so loved us, we ought also 
to love one another. 
12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If we 
love one another, God dwelleth in us, and his 
love is perfected in us. 
 

 
 

 





























폐회 기도 

김순배 강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