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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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2:14-26 



 
 

 
(약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
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라 (약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을 알고자 하느냐 
 



(약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약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
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
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
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약 2: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약 2: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
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
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
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
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
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
불어 화평을 누리며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
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
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 주보혈 날 정결케하고 























Ab                  Ab                                                  Eb 

Ab                      Db               Ab          Eb             Ab 



Ab       Db         Ab                                                   Eb 

Ab       Db         Ab                       Eb7                     Ab 



Ab                  Ab                                                  Eb 

Ab                      Db               Ab          Eb             Ab 



Ab       Db         Ab                                                 Eb 

Ab       Db         Ab                      Eb7                    Ab 



Ab                  Ab                                                  Eb 

Ab                      Db               Ab          Eb              Ab 



Ab       Db         Ab                                                  Eb 

Ab       Db         Ab                       Eb7                   Ab 



Ab                  Ab                                                  Eb 

Ab                      Db               Ab          Eb             Ab 



Ab       Db         Ab                                                  Eb 

Ab       Db         Ab                      Eb7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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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