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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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Genesis) 

16:1-11 



 
(창16: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
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
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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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16:3) 
아브람의 아내 새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
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였더라 
(창 16: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
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 주인을 멸시한지
라 
 



 
 
 
 
 
 
 
 
 
 
(창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창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
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
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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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16: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창 16: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
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
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창 16: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
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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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16: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 16: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
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
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
셨음이니라 
 

http://kcm.co.kr/ency/names/1027b.html


 
 
 

And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her maid the Egyptian, after Abram 
had dwelt ten years in the land of C
anaan,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m to be his wife. 
 

 
 

 



 
 
 
 
 
 
 
 
5 And Sarai said unto Abram, My 
wrong be upon thee: I have given 
my maid into thy bosom; and whe
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
d, I was despised in her eyes: th
e LORD judge between me and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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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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