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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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댜1:1-4 



 
 
 
(옵 1:1)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
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
는 것이니라    
(옵 1:2)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
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http://kcm.co.kr/ency/names/0857b.html


(옵 1: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
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
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옵 1: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
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 25: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
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 

http://kcm.co.kr/ency/names/1022.html
http://kcm.co.kr/ency/names/0754.html
http://kcm.co.kr/ency/names/1022.html
http://kcm.co.kr/ency/names/1022.html
http://kcm.co.kr/ency/names/0342.html
http://kcm.co.kr/ency/names/0342.html
http://kcm.co.kr/ency/names/0723.html
http://kcm.co.kr/ency/names/0723.html
http://kcm.co.kr/ency/names/0564.html
http://kcm.co.kr/ency/names/0723.html
http://kcm.co.kr/ency/names/0723.html
http://kcm.co.kr/ency/names/0284.html


 
 
 
 
 
 
 
 
 
 
 
(창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가 임신하였더니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http://kcm.co.kr/ency/names/1022.html
http://kcm.co.kr/ency/names/0342.html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옵 1:10)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
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옵 1:11)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http://kcm.co.kr/ency/names/0825.html
http://kcm.co.kr/ency/place/0671.html


 
 
 
 
 
 
 
 
 
 
(옵 1:12)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
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옵 1:13)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
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http://kcm.co.kr/ency/names/1007.html


 
 
 
 
 
(옵 1:14)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대하 21:8)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 
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고로 
(대하 21:16-17)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
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
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째 아들 여호아
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
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
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 23:7)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잠언 20: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
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37)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
리를 대적하리요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
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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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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