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1. 주님 주 - 신      거룩한   날 

기쁨  으 로     주  앞에 와 

 기도 하 - 고      찬양 하며 

주께  경 배       드립니다 

51.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 -  을 예물로 서 

열 납 되게   하옵소서 



2. 내게 있 - 는      귀한 것  을 

주님  앞 에     다  바쳐도 

 주님 주 - 신      큰사랑  엔 

부족  할 것       뿐입니다 

51.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구원 하 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 - 써    바치 겠  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3. 내가 받 - 은      모든 것  은 

하나  님 의     선물  이니 

 마음 과 - 뜻     다하 여  서 

겸손  하 게       드립니다 

51.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주님 기 뻐     받 으 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 - 원   하나님  께 

영원  토 록    감사 하리      아  멘 



Offertory  

prayer 김순배 강도사 













   

          다같이 



 

 출애굽기(Exodus) 

3:1-10 

 



 
(출 3: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 3: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http://biblehttp://bible&MenuCd

http://kcm.co.kr/ency/names/0421.html
http://kcm.co.kr/ency/names/0461.html
http://kcm.co.kr/bible/kor/Mar1.html
http://kcm.co.kr/ency/names/1017.html
http://kcm.co.kr/ency/place/0742.html


 
 
 
 
 
 
(출 3: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 3: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http://kcm.co.kr/ency/names/0421.html
http://kcm.co.kr/ency/names/0421.html
http://kcm.co.kr/ency/names/0421.html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 3: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http://kcm.co.kr/ency/names/0754.html
http://kcm.co.kr/ency/names/0825.html
http://kcm.co.kr/ency/names/0421.html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출 3: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 3: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http://kcm.co.kr/ency/place/0001a.html
http://kcm.co.kr/ency/names/1089.html
http://kcm.co.kr/ency/place/0565a.html
http://kcm.co.kr/ency/place/0435.html
http://kcm.co.kr/ency/place/0757.html
http://kcm.co.kr/ency/names/0928.html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http://kcm.co.kr/ency/names/0492.html
http://kcm.co.kr/ency/place/0697.html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신명기 8: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민수기 14: 27-29)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출23:31)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찌라 
(신1: 30)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고후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벧전2: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14: 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
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
노라 하시니라 
 



 
 
 
 
 
 

  
26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27 “How long will this wicked community 
grumble against me? I have heard the 
complaints of these grumbling Israelites.  
28 So tell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29 In this wilderness your bodies will fall—
every one of you twenty years old or 
more who was counted in the census and 
who has grumbled against me.  
 
 
 



 
30 Not one of you will enter the land I swore 
with uplifted hand to make your home, 
except Caleb son of Jephunneh and Joshua 
son of Nun.  
31 As for your children that you said would be 
taken as plunder, I will bring them in to enjoy 
the land you have rejected.  
32 But as for you, your bodies will fallin this 
wilderness.  
33 Your children will be shepherds here for 
forty years, suffering for your unfaithfulness, 
until the last of your bodies lies in the 
wilderness. 

 
 

 



wilderness.  
34 For forty years—one year for each of the 
forty days you explored the land—you will 
suffer for your sins and know what it is like to 
have me against you.’  
35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will surely do 
these things to this whole wicked community, 
which has banded together against me. They 
will meet their end in this wilderness; here they 
will die.” 
 



 
 
 
 
 
 
 
 
 
 
 
 

36 So the men Moses had sent to explore 
the land, who returned and made the 
whole community grumble against him by 
spreading a bad report about it—  
37 these men who were responsible for 
spreading the bad report about the land 
were struck down and died of a 
plague before the LORD.  
38 Of the men who went to explore the 
land, only Joshua son of Nun and Caleb 
son of Jephunneh surv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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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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