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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회장단  

머리글

교회가 조직된 지 삼 개월 후,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조셉의 부인 에머 스미스에게 교회를 위해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라

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2)

이제 첫 번째 찬송가가 교회에서 발행된 지 150년이 지난 후에 이 개정판을 내놓게 되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의 찬송가 및 그 후에 간행된 찬송가에 들어 있던 많은 찬송가 

외에도 새로 추가된 찬송가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찬송가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회

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선정되었습니다.

교회 집회에서의 음악

영감을 주는 음악은 우리 교회 집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

러 들이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회원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

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찬송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하

게 하며, 간증과 신앙을 키우고 지친 자를 쉬게 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안해 주며 우리가 끝

까지 견디어 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

든 회원이 음악적인 재능에 상관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하도록 지명 받은 지도자와 교사와 회원들은 자주 찬송가를 펴보고 감동

을 주며 아름답게 표현된 구절을 찾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x



x

제일회장단 머리글

후기 성도는 합창에 대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모든 와드와 지부

에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합창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합창단이 찬송가를 기본 자료로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정에서의 음악

음악은 가족이 보다 큰 영성과 헌신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무한한 힘을 지니

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합당한 음악으로 가정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는 집회소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책

이 우리 가정에서 경전 및 그 외 종교 서적과 더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

다. 찬송가는 가족에게 아름다움과 평화의 영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가족 간에 사랑과 단

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찬송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에, 가정의 밤 시간에, 

경전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

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장가로 찬송가를 불러 주어 신앙과 간증을 키워 주

십시오.

개인 생활에서의 음악

찬송가는 우리에게 교회 회원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

인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용

기를 주며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을 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

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찬송가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외우고, 그것과 관련된 성구를 공부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하여 합

당치 못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면 여러분 스스로 찬송가를 부르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찬송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을 우리의 회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의 개인 생활에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찬송가를 암송하고 생각해 보며, 음미하고 노래 부

르며, 그 영적인 양분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

도가 되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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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38, 68:4

교리와 성약 112:30~32

작사(영어): Marylou Cunningham Leavitt(1928년생)
작곡: Darwin K. Wolford(1936년생).
© 1979 Sonos Music Resources. 허가를 받아 사용함.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선지자와 구주의 음성
We Listen to a Prophet’s Voice (22)

단호하게

	 1.	선	 지	 자	 와	 구	 주	 의	 음	 성	 들	 어	 보	 아	 라
	 2.	선	 지	 자	 말	 씀	 온	 땅	 과	 방	 언	 에	 퍼	 지	 리
	 3.	호	 산	 나	 주	 님	 보	 좌	 에	 찬	 양	 —	 드	 리	 자

	 사	 랑	 으	 로	 명	 하	 신	 일	 주	 하	 게	 하	 신	 다
	 그	 음	 성	 세	 상	 만	 민	 에	 복	 음	 빛	 비	 추	 니
	 기	 뻐	 하	 라	 구	 주	 께	 서	 우	 리	 를	 아	 시	 니

	 쇠	 막	 대	 나	 있	 는	 길	 을	 인	 간	 이	 찾	 도	 록
	 성	 스	 러	 운	 그	 말	 씀	 을	 하	 나	 님	 부	 르	 신
	 선	 지	 자	 말	 씀	 을	 듣	 고	 순	 종	 을	 하	 여	 라

	 하	 나	 님	 말	 씀	 전	 —	 할	 선	 지	 자	 부	르	 신	 다
	 지	 상	 의	 모	 든	 선	 지	 자	 증	 거	 해	 주	—	 시	 네
	 오	 늘	 신	 권	 권	 능	 열	 쇠	 가	 지	 신	 선	—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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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2~3

이사야 5:26

작사(영어): Joel H. Johnson(1802~1882)
작곡: Ebenezer Beesley(1840~1906)

단호하게

높은 산 언덕 위
High on the Mountain Top (5)

	 1.	높	 은	 산	 언	 덕	 위	 깃	 발	 이	 날	 린	 다
	 2.	진	 리	 의	 깃	 발	 이	 시	 온	 에	 서	 리	 니
	 3.	주	 의	 전	 세	 워	 져	 영	 광	 나	 타	 나	 니
	 4.	세	 상	 에	 알	 려	 질	 진	 리	 를	 배	 우	 니

	 온	 땅	 위	 에	 덮	 이	 니	 만	 백	 성	 보	 네
	 그	 옛	 날	 맺	 은	 언	 약	 주	 님	 아	 시	 네
	 온	 세	 상	 사	 람	 보	 고	 멀	 리	 외	 치	 리
	 온	 세	 상	 방	 방	 곡	 곡	 널	 리	 퍼	 지	 리

	 꿀	 벌	 의	 땅	 평	 화	 의	 곳
	 후	 기	 에	 는	 사	 람	 들	 이
	 시	 온	 에	 서	 주	 섬	 기	 며
	 영	 원	 한	 길	 따	 라	 가	 며

	 시	 온	 의	 언	 덕	 위	 에	 서	 있	 네
	 그	 빛	 에	 매	 혹	 되	 어	 오	 리	 라
	 진	 리	 의	 말	 씀	 순	 종	 하	 리	 라
	 우	 리	 와	 죽	 은	 자	 를	 구	 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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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이후서 3:5~7

역대상 16:8~10

작사(영어) 및 작곡: Gerrit de Jong Jr.(1892~1978)

다 와서 주께 찬양하세
Come, Sing to the Lord (10)

기쁘게

	 1.	다	 와	 서	 주	 께	 찬	 양	 —	 하	 세	 오
	 2.	옛	 선	 지	 자	 들	 이	 날	 을	 보	 고	 그
	 3.	우	 리	 주	 님	 의	 신	 권	 —	 열	 쇠	 완

	 늘	 에	 선	 지	 자	 주	 시	 고	 축	 복	 —	 된
	 영	 광	 시	 —	 로	 읊	 었	 고	 충	 만	 한	 때
	 전	 히	 회	 복	 이	 되	 었	 네	 그	 축	 —	 복

	 복	 —	 음	 을	 회	 복	 시	 켜	 주	 셨	 —	 으
	 시	 작	 게	 한	 선	 지	 자	 미	 리	 보	 았	 으
	 주	 —	 시	 고	 거	 룩	 한	 권	 능	 보	 이	 시

	 니	 노	 래	 로	 써	 주	 찬	 양	 하	 세
	 니	 노	 래	 로	 써	 주	 찬	 양	 하	 세
	 니	 노	 래	 로	 써	 주	 찬	 양	 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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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0:1~3

제3니파이 16:7~20

작사(영어): Parley P. Pratt(1807~1857)
작곡: George Careless(1839~1932)

의기양양하게

동트니 날이 밝는다
The Morning Breaks (1)

	 1.	동	 트	 니	 날	 이	 밝	 —	 는	 다	 보	 라	 시
	 2.	거	 룩	 한	 진	 리	 빛	 —	 앞	 에	 과	 오	 의
	 3.	이	 방	 인	 이	 나	 이	 스	 라	 엘	 넘	 치	 는
	 4.	여	 호	 와	 말	 씀	 하	 시	 기	 를	 들	 을	 귀
	 5.	하	 늘	 천	 사	 와	 이	 —	 땅	 의	 진	 리	 가

	 온	 기	 날	 —	 린	 다	 찬	 란	 한	 아	 침
	 구	 름	 사	 라	 지	 네	 영	 광	 멀	 리	 서
	 축	 복	 받	 —	 겠	 네	 보	 라	 유	 대	 의
	 가	 진	 이	 —	 방	 인	 구	 원	 받	 고	 살
	 증	 거	 해	 —	 주	 네	 시	 온	 의	 빛	 발

	 게	 아	 침	 해	 솟	 아	 오	 르	 네
	 져	 이	 제	 곧	 빛	 발	 하	 리	 라
	 된	 가	 나	 안	 땅	 에	 서	 리	 라
	 은	 성	 약	 의	 백	 성	 되	 겠	 네
	 니	 주	 의	 백	 성	 돌	 아	 오	 네

	 이	 온	 —	 다	 하	 루	 의	 시	 작	 장	 엄	 하	—
	 타	 오	 르	 나	 온	 세	 —	 계	 에	 널	 리	 퍼	—
	 잔	 류	 —	 민	 죄	 깨	 —	 끗	 함	 받	 아	 약	속
	 아	 나	 —	 며	 하	 나	 —	 님	 과	 언	 약	 맺	—
	 하	 나	 —	 니	 시	 온	 —	 의	 빛	 발	 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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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35:3

모세서 7:62, 67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Joseph J. Daynes(1851~1920)

담대하게

소리 모아 노래해
Now We’ll Sing with One Accord (25)

	 1.	소	 리	 모	 아	 —	 노	 래	 해	 선	 지	 자	 를	 주	 신	 주
	 2.	축	 복	 나	 누	 어	 주	 시	 려	 하	 늘	 에	 서	 천	 사	 가
	 3.	세	 상	 사	 람	 —	 위	 하	 여	 새	 로	 운	 언	 약	 의	 책
	 4.	귀	 한	 세	 월	 찾	 아	 오	 고	 의	 인	 들	 이	 모	 이	 는

	 귀	 하	 신	 말	 씀	 주	 시	 고	 성	 도	 위	 안	 하	 는	 주
	 옛	 날	 신	 권	 을	 그	 대	 로	 다	 시	 회	 복	 했	 으	 니
	 참	 된	 몰	 몬	 의	 경	 전	 을	 번	 역	 하	 여	 주	 었	 네
	 위	 대	 한	 복	 천	 년	 오	 면	 축	 복	 속	 에	 쉬	 리	 라

	 암	 흑	 에	 싸	 인	 세	 상	 갈	 길	 밝	 혀	 주	 셨	 고
	 신	 권	 받	 은	 조	 셉	 은	 마	 음	 이	 불	 타	 올	 라
	 인	 간	 에	 게	 주	 시	 는	 하	 나	 님	 계	 명	 이	 니
	 분	 별	 있	 는	 자	 들	 은	 적	 을	 이	 겨	 나	 가	 리

	 포	 도	 원	 을	 가	 꾸	 라	 주	 님	 말	 씀	 하	 셨	 네
	 의	 의	 사	 업	 위	 하	 여	 희	 생	 결	 심	 하	 였	 네
	 주	 를	 찾	 는	 자	 에	 게	 축	 복	 한	 량	 없	 겠	 네
	 시	 온	 발	 전	 할	 동	 안	 영	 원	 순	 결	 하	 리	 라



6
밝게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We Thank Thee, O God, for a Prophet (19)

	 1.	우	 리	 인	 도	 하	 실	 선	 지	 자	 주	 신	 하	 나	 님	 께	 감
	 2.	검	 은	 구	 름	 이	 우	 —	 리	 뒤	 덮	 고	 우	 리	 화	 평	 을
	 3.	그	 의	 선	 하	 심	 자	 —	 비	 —	 하	 심	 밤	 낮	 으	 로	 찬

	 사	 하	 옵	 고	 우	 리	 맘	 을	 빛	 으	 로	 밝	 히	 시	 려
	 위	 협	 할	 때	 우	 리	 앞	 에	 기	 쁜	 —	 소	 망	 구	 원
	 양	 하	 리	 니	 영	 광	 의	 이	 복	 음	 —	 기	 뻐	 하	 고

	 주	 신	 복	 음	 감	 사	 하	 오	 며	 풍	 족	 한	 그	 손	 으	 로
	 가	 까	 이	 있	 는	 줄	 믿	 으	 며	 지	 난	 날	 이	 입	 증	 해
	 생	 명	 주	 는	 빛	 맞	 이	 하	 라	 정	 직	 하	 고	 충	 실	 한

	 주	 신	 모	 든	 축	 복	 감	 사	 하	 옵	 고	 즐	 겨	 주	 의
	 주	 는	 하	 나	 님	 의	 심	 치	 않	 나	 니	 시	 온	 을	 대
	 성	 도	 온	 전	 함	 을	 누	 리	 겠	 으	 나	 기	 쁜	 말	 씀



 시편 119:165

시편 119:97~104

교리와 성약 21:1~5

모사이야서 2:41

작사(영어): Mary Ann Morton(1826~1897)
작곡: Alfred M. Durham(1872~1957). © 1948 IRI

4. 주 이름 아는 우리들
 모든 죄 벗어나
 성령 감화받아
 내 맘 깨끗게 하소서

5. 유혹의 힘이 사라져
 고난이 끝날 때
 그 분요한 종파 논쟁
 다시는 없으리

6. 부분적으로 받은 것
 그때가 이르면
 우리가 믿는 주께서
 다 회복하시리

7. 인내로 재림 때까지
 견디어 나가세
 주님의 구속의 날이
 눈앞에 임했네

작사(영어): William Fowler(1830~1865)
작곡: Caroline Sheridan Norton(1808~1877년경)

7복음이 지닌 평화
Sweet Is the Peace the Gospel Brings (14)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	 하	 고	 계	 명	 힘	 써	 우	 리	 지	 키	 나	 이	 다
	 적	 한	 악	 인	 들	 결	 국	 은	 모	 두	 다	 패	 하	 리
	 거	 절	 한	 자	 는	 이	 —	 기	 쁨	 알	 수	 없	 겠	 네

	 1.	복	 음	 이	 지	 닌	 평	 화	 는	 참	 아	 름	 답	 도	 다
	 2.	복	 음	 의	 법	 과	 평	 화	 는	 천	 부	 의	 은	 혜	 니
	 3.	복	 음	 의	 힘	 앞	 에	 서	 는	 인	 습	 과	 불	 신	 앙

	 그	 빛	 은	 찬	 란	 하	 여	 서	 사	 고	 력	 밝	 히	 네
	 그	 계	 명	 마	 다	 주	 님	 의	 사	 랑	 나	 타	 나	 네
	 바	 람	 에	 날	 리	 는	 구	 름	 같	 이	 사	 라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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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Beautiful Zion, Built Above (44)

	 1.	아	 름	다운	 시	 —	 온	 위	 에	 다	 아	 름	 다운	 도	 시	 를
	 2.	아	 름	다운	 하	 —	 늘	 빛	 속	 에	 아	 름	 다운	 흰	 옷	 의
	 3.	아	 름	다운	 면	 류	 관	 쓰	 고	 서	 아	 름	 다운	 승	 리	 의

	 세	 우	 리	 아	 름	 다운	 하	 얀	 진	 주	 문
	 천	 사	 가	 아	 름	 다운	 노	 래	 부	 르	 네
	 종	 려	 와	 아	 름	 다운	 흰	 옷	 입	 은	 자

	 아	 름	다운	 성	 전	 은	 주	 의	 빛	 갈	 보	 리	 산	 에
	 아	 름	다운	 합	 창	 대	 있	 는	 곳	 거	 기	 서	 함	 께
	 아	 름	다운	 하	 늘	 에	 살	 리	 라	 거	 기	 서	 날	 로

	 죽	 으	 신	 주	 나	 위	 해	 진	 주	 문	 여	 시	 네
	 찬	 양	 하	 며	 경	 배	 를	 구	 주	 께	 드	 리	 리
	 발	 전	 하	 여	 영	 원	 한	 안	 식	 을	 누	 리	 리



시편 143:10

교리와 성약 42:61

요한계시록 7:9~17

요한계시록 21:2, 21~23

작사(영어): John A. Widtsoe(1872~1952). © 1948 IRI
작곡: Alexander Schreiner(1901~1987). © 1948 IRI

작사(영어): George Gill(1820~1880)
작곡: Joseph G. Fones(1828~1906)

9거룩하신 복음으로
Lead Me into Life Eternal (45)

위엄 있게

	 시	 온	 시	 온	 사	 랑	 스	 런	 아	 름	 다운

	 시	 온	 우	 리	 하	 나	 님	 성	 일	 세

	 1.	거	 룩	 하	 신	 복	 음	 으	 로	 우	 리	 영	 생	 주	 시	 고
	 2.	아	 버	 지	 여	 정	 성	 다	 해	 섬	 기	 려	 고	 하	 오	 니
	 3.	기	 도	 할	 때	 들	 으	 시	 고	 힘	 을	 주	 시	 옵	 시	 고

	 주	 의	 약	 속	 이	 루	 시	 고	 능	 력	 주	 시	 옵	 소	 서
	 약	 하	 여	 도	 움	 구	 할	 때	 빛	 을	 주	 시	 옵	 소	 서
	 주	 여	 더	 큰	 신	 앙	 지	 식	 축	 복	 주	 시	 옵	 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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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33:7~16작사(영어): Richard Smyth(1838~1914)
작곡: Charles C. Converse(1832~1918)

영적으로

애통하는 이스라엘
Israel, Israel, God Is Calling (7)

	 1.	애	 통	 하	 는	 이	 스	 라	 엘	 하	 나	 님	 부	 르	 시	 네
	 2.	구	 조	 자	 의	 소	 리	 듣	 뇨	 하	 나	 님	 말	 씀	 하	 네
	 3.	보	 라	 모	 든	 이	 스	 라	 엘	 천	 사	 하	 강	 하	 시	 니
	 4.	이	 스	 라	 엘	 아	 어	 둠	 에	 이	 제	 도	 헤	 매	 려	 나

	 바	 벨	 론	 도	 무	 너	 지	 고	 모	 든	 탑	 도	 헐	 리	 리
	 그	 의	 택	 한	 백	 성	 위	 해	 영	 광	 의	 아	 침	 오	 리
	 본	 향	 에	 돌	 아	 갈	 능	 력	 인	 간	 에	 게	 주	 리	 라
	 심	 판	 하	 는	 그	 손	 길	 엔	 늦	 은	 변	 명	 없	 으	 리

	 주	 의	 진	 노	 있	 기	 전	 에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주	 안	 에	 서	 기	 뻐	 하	 라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주	 의	 재	 림	 가	 까	 우	 니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찬	 송	 소	 리	 울	 리	 리	 니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주	 의	 진	 노	 있	 기	 전	 에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주	 안	 에	 서	 기	 뻐	 하	 라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주	 의	 재	 림	 가	 까	 우	 니	 시	 온	 에	 모	 두	 오	 라
	 찬	 송	 소	 리	 울	 리	 리	 니	 시	 온	 에	 모	 두	 오	 라



11영광의 시온 세우신 하나님
For the Strength of the Hills (35)

시편 95:1~7작사(영어): Felicia D. Hemans(1793~1835),  
Edward L. Sloan(1830~1874) 개사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열정적으로

	 1.	영	 광	 의	 시	 온	 세	 우	 신	 하	 나	 님	 찬	양	 하	 세
	 2.	우	 릴	 대	 적	 하	 는	 자	 들	 우	 릴	 괴	 롭	힐	 지	 나
	 3.	주	 는	 시	 온	 으	 로	 우	 리	 평	 안	 히	 인	도	 하	 네
	 4.	우	 리	 는	 영	 원	 히	 밝	 은	 세	 —	 상	 의	등	 대	 수

	 시	온	 으	 로	 말	 미	 암	 아	 우	 릴	 강	 하	 게	하	 시	 네
	 주	는	 우	 리	 도	 우	 시	 고	 능	 력	 으	 로	 붙	드	 시	 네
	 사	랑	 의	 수	 호	 자	 로	 서	 비	 옥	 하	 고	 아	름	 다	 운
	 무	한	 히	 넓	 은	 우	 주	 에	 제	 단	 지	 키	 는	수	 호	 자

	 주	 는	택	 한	 이	스	라	엘	 자	 녀	를	 약	 속	땅	 에	 인	도	하	시	 니
	 무	 수	한	 적	 우	리	에	워	 싸	 오	나	 하	 나	님	 은	 함	께	하	시	 니
	 자	 유	의	 나	 라	로	우	리	 성	 도	를	 그	 곳	까	 지	 인	도	하	시	 니
	 바	 위	깨	 쳐	 힘	찬	용	기	 나	 게	할	 하	 나	님	 의	 막	대	되	오	 니

	 영	 광	의	 시	온	세	 워	 주	 신	 주	 를	 찬	 양	 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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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역사 1:14~17

교리와 성약 21:4~7

작사(영어): Joseph S. Murdock(1822~1899).  
4절, Bruce R. McConkie(1915~1985). © 1985 IRI

작곡: Joseph J. Daynes(1851~1920)

선지자의 음성
Come, Listen to a Prophet’s Voice (21)

기쁘게

	 1.	선	 지	 자	 의	 음	 성	 듣	 고	 주	 말	 씀	 믿	 으	 라
	 2.	암	 흑	 의	 장	 막	 온	 세	 상	 덮	 여	 있	 었	 으	 나
	 3.	사	 람	 에	 게	 의	 탁	 말	 고	 능	 력	 의	 뢰	 말	 라
	 4.	넘	 치	 는	 빛	 과	 진	 리	 의	 말	 씀	 을	 들	 으	 라

	 진	 리	 의	 길	 기	 뻐	 하	 고	 찬	 송	 을	 외	 쳐	 라
	 머	 리	 된	 예	 수	 나	 타	 나	 모	 두	 사	 라	 졌	 네
	 예	 수	 를	 부	 인	 한	 자	 들	 저	 주	 를	 받	 았	 네
	 온	 맘	 으	 로	 주	 법	 지	 켜	 택	 함	 을	 받	 으	 며

	 옛	 선	 지	 걸	 었	 던	 그	 길	 우	 리	 도	 알	 았	 네
	 예	 나	 지	 금	 어	 느	 때	 나	 타	 락	 한	 이	 세	 상
	 구	 주	 가	 말	 씀	 하	 시	 길	 내	 말	 순	 종	 하	 라
	 영	 원	 한	 통	 치	 말	 하	 는	 음	 성	 을	 듣	 겠	 네

	 이	 지	 식	 회	 복	 하	 려	 고	 선	 지	 자	 주	 셨	 네
	 성	 도	 들	 곧	 고	 좁	 은	 길	 드	 디	 어	 찾	 았	 네
	 심	 판	 의	 최	 후	 날	 까	 지	 산	 신	 앙	 따	 르	 라
	 기	 쁨	 과	 즐	 거	 움	 으	 로	 택	 함	 을	 받	 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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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33:25, 33, 56

요한계시록 7:9~17

작사(영어): James H. Wallis(1861~1940)
작곡: 스페인 곡조, Benjamin Carr(1768~1831) 편곡

오라 주의 자녀들
Come, Ye Children of the Lord (58)

즐겁게

	 1.	오	 라	 주	 의	 자	 녀	 들	 함	 께	 찬	 송	 부	 르	 세
	 2.	얼	 마	 나	 즐	 거	 우	 리	 우	 리	 구	 주	 볼	 때	 에
	 3.	순	 결	 한	 생	 활	 하	 여	 참	 빛	 속	 에	 살	 리	 라

	 기	 쁜	 노	 래	 부	 르	 세	 곧	 오	 시	 는	 주	 님	 께
	 주	 님	 강	 림	 하	 실	 때	 모	 든	 불	 의	 그	 치	 리
	 기	 쁜	 찬	 송	 부	 르	 고	 기	 쁜	 곡	 조	 읊	 으	 리

	 이	 세	 상	 을	 다	 스	 려	 모	 든	 악	 을	 없	 애	 리
	 무	 슨	 노	 래	 부	 르	 리	 구	 주	 우	 리	 의	 왕	 께
	 지	 상	 의	 모	 든	 생	 물	 깨	 끗	 하	 게	 되	 리	 라

	 죄	 를	 짓	 지	 않	 으	 면	 행	 복	 하	 게	 살	 리	 라
	 두	 려	 움	 사	 라	 지	 고	 주	 사	 랑	 만	 넘	 치	 리
	 아	 름	 답	 게	 살	 리	 니	 기	 쁜	 마	 음	 넘	 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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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하게

교리와 성약 45:39, 44

이사야 35:10

작사(영어): Parley P. Pratt(1807~1857)
작곡: 미상(1889년경)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Come, O Thou King of Kings (59)

	 1.	오	 래	 기	 다	 리	 —	 던	 만	 왕	 의	 왕	 오	 셔
	 2.	불	 로	 써	 죄	 태	 —	 워	 정	 결	 케	 하	 옵	 소
	 3.	속	 죄	 받	 은	 무	 리	 의	 호	 산	 나	 찬	 송	 소
	 4.	영	 광	 돌	 려	 보	 내	 세	 생	 명	 과	 화	 평	 의

	 서	 당	 신	 의	 품	 안	 에	 고	 이	 품	 어	 주	 소
	 서	 또	 의	 를	 주	 셔	 서	 찬	 —	 송	 케	 하	 시
	 리	 영	 광	 과	 승	 리	 의	 노	 래	 울	 려	 퍼	 지
	 왕	 택	 함	 받	 은	 백	 성	 주	 —	 거	 느	 리	 시

	 서	 만	 국	 	 	 소	 망	 	 	 주	 님	 	 	 이
	 고	 기	 쁜	 	 	 찬	 송	 	 	 주	 께	 	 	 드
	 고	 시	 온	 	 	 성	 의	 	 	 기	 쁜	 	 	 찬
	 네	 모	 든	 	 	 이	 방	 	 	 무	 릎	 	 	 꿇

	 	 	 	 만	 국	 소	 망	 만	 국	 소	 망	 주	 님	 이

	 여	 이	 스	 라	 엘	 모	 으	 소	 서
	 려	 영	 접	 하	 게	 하	 옵	 소	 서
	 송	 천	 지	 에	 크	 게	 퍼	 지	 리
	 고	 당	 신	 께	 찬	 송	 하	 리	 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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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게

교리와 성약 29:4

교리와 성약 128:19~21

작사(영어) 및 작곡: Tracy Y. Cannon(1879~1961) 개작. 

© 1948 IRI

와서 기쁜 노래하라
Come, Rejoice (9)

	 1.	와	 서	 기	 쁜	 노	 래	 하	 라	 영	 광	 의	 왕	 께
	 2.	이	 땅	 위	 에	 천	 사	 들	 이	 다	 시	 내	 려	 와
	 3.	위	 대	 하	 신	 그	 리	 스	 도	 우	 리	 의	 구	 주

	 기	 쁜	 말	 씀	 하	 늘	 에	 서	 울	 려	 퍼	 지	 네
	 영	 화	 로	 운	 복	 음	 진	 리	 회	 복	 되	 었	 네
	 우	 리	 구	 원	 해	 주	 시	 니	 누	 가	 막	 으	 랴

	 진	 리	 밝	 게	 빛	 나	 며	 의	 의	 길	 을	 보	 이	 네
	 다	 들	 으	 라	 이	 것	 은	 진	 리	 생	 명	 길	 이	 라
	 하	 늘	 위	 에	 계	 시	 는	 사	 랑	 의	 왕	 찬	 양	 해

	 주	 의	 이	 름	 호	 산	 나	 외	 치	 어	 라	 주	 능	 력
	 주	 의	 이	 름	 호	 산	 나	 외	 치	 어	 라	 주	 능	 력
	 주	 의	 이	 름	 호	 산	 나	 외	 치	 어	 라	 주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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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갖고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Come, Come, Ye Saints (30)

	 1.	성	 도	 들	 아	 두	 려	 울	 것	 없	 다	 어	 서	 들
	 2.	모	 든	 것	 이	 어	 렵	 지	 않	 도	 다	 나	 가	 자
	 3.	저	 서	 편	 에	 하	 나	 님	 준	 비	 한	 그	 땅	 에
	 4.	이	 여	 행	 중	 내	 생	 명	 다	 해	 도	 기	 쁜	 날

	 나	 가	 자	 이	 여	 행	 이	 혹	 힘	 들	 지	 라	 도
	 앞	 으	 로	 우	 리	 어	 찌	 보	 수	 생	 각	 하	 랴
	 가	 리	 니	 그	 누	 구	 도	 해	 하	 지	 못	 하	 리
	 오	 리	 니	 이	 고	 난	 과	 슬	 픔	 모	 두	 벗	 고

	 하	 나	 님	 계	 시	 니	 근	 심	 걱	 정	 다
	 나	 가	 서	 싸	 우	 자	 팔	 을	 걷	 고	 용
	 성	 도	 들	 복	 된	 곳	 노	 랫	 소	 리	 찬
	 의	 인	 과	 거	 하	 리	 우	 리	 생	 명	 허

	 버	 리	 고	 힘	 껏	 앞	 으	 로	 나	 가	 자	 너
	 기	 내	 자	 하	 나	 님	 보	 호	 하	 리	 라	 이
	 미	 소	 리	 울	 리	 는	 그	 곳	 만	 들	 리	 모
	 락	 하	 사	 약	 속	 의	 땅	 밟	 는	 다	 면	 소



교리와 성약 64:41~42

교리와 성약 133:37~38

작사(영어): Douglas W. Stott(1925년생). © 1985 IRI
작곡: A. Laurence Lyon(1934~2006). © 1985 IRI

17보아라 저 위대하신 여호와
Saints, Behold How Great Jehovah (28)

열정적으로

교리와 성약 61:36~39

교리와 성약 59:1~4

작사(영어): William Clayton(1814~1879)
작곡: 영국 민속 음악

	 희	 가	 슴	 부	 풀	 리	 니	 모	 든	 것	 잘	 되	 리
	 일	 이	 곧	 옛	 말	 되	 리	 모	 든	 것	 잘	 되	 리
	 든	 백	 성	 말	 하	 리	 라	 모	 든	 것	 잘	 되	 리
	 리	 높	 여	 노	 래	 하	 리	 모	 든	 것	 잘	 되	 리

	 1.	보	 아	—	라	 저	 위	 대	 하	 신	 여	 호	와	축	 복	 하	 —	 시	 고
	 2.	예	 전	에	저	 경	 륜	 의	 시	 대	 선	 지	자	말	 한	 모	 든	 진	 리
	 3.	시	 온	—	의	 깃	 발	 세	 우	 고	 자	 녀	들	에	 게	 말	 —	 하	 라

	 시	 온	 번	 영	 케	 하	 —	시	 니	 복	 음	빛	퍼	 져	 나	 가	 네
	 하	 나	 되	 게	 하	 셨	 —	으	 니	 마	 지	막	날	 시	 작	 됐	 네
	 축	 복	 받	 은	 임	 금	 오	시	 니	 모	 두	—	경	 배	 하	 여	 라



18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Praise to the Man (27)

힘차게

	 1.	찬	 양	 해	 여	 호	 와	 와	 대	 화	 한	 사	 람	 예	 수	 기
	 2.	우	 리	 다	 찬	 양	 하	 세	 순	 교	 한	 그	 몸	 돌	 리	 세
	 3.	영	 원	 히	 영	 화	 로	 운	 그	 귀	 한	 신	 권	 영	 원	 한
	 4.	희	 생	 은	 하	 늘	 축	 복	 가	 져	 오	 나	 니	 세	 상	 은

	 름	 부	 어	 선	 지	 자	 삼	 고	 마	 지	 막	 경	 —	 륜	 을
	 영	 광	 을	 그	 의	 이	 름	 에	 순	 결	 히	 흘	 —	 렸	 던
	 열	 쇠	 를	 갖	 게	 되	 리	 니	 진	 실	 한	 선	 —	 지	 자
	 그	 의	 피	 보	 —	 상	 하	 리	 심	 판	 의	 그	 날	 위	 해

	 시	 작	 게	 하	 니	 뭇	 왕	 과	 온	 백	 성	 경	 —	 배	 하	 리
	 그	 귀	 한	 피	 는	 영	 원	 히	 천	 지	 에	 외	 —	 치	 리	 라
	 천	 국	 에	 올	 라	 뭇	 선	 지	 자	 중	 에	 면	 류	 관	 쓰	 리
	 다	 일	 어	 나	 라	 세	 상	 은	 조	 셉	 을	 다	 시	 알	 리	 라

	 선	 지	 자	 찬	 양	 하	 라	 승	 천	 한	 선	 지	 자	 폭	 군	 도



요한복음 8:32

교리와 성약 50:24~25

작사(영어): Parley P. Pratt(1807~1857)
작곡: Alexander Schreiner(1901~1987)

19영원하고 거룩한 진리
Truth Eternal (4)

위엄 있게

교리와 성약 135편

니파이후서 3:14~15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작곡: 스코틀랜드 민속 음악

	 적	 도	 이	 젠	 대	 적	 못	 하	 리	 하	 나	 님	 선	 지	 자

	 함	 께	 하	 시	 니	 이	 영	 웅	 이	 길	 자	 없	 도	 다

	 1.	영	 원	 하	 고	 거	 룩	 한	 진	 리	 는	 빛	 나	 리	 니
	 2.	선	 지	 자	 오	 심	 으	 로	 진	 리	 회	 복	 되	 었	 네
	 3.	어	 둠	 쫓	 는	 빛	 처	 럼	 진	 리	 승	 리	 하	 리	 라

	 인	 간	 의	 마	 음	 사	 슬	 불	 태	 워	 풀	 어	 주	 네
	 진	 리	 열	 쇠	 가	 져	 와	 하	 늘	 경	 륜	 열	 었	 네
	 끝	 없	 는	 세	 대	 동	 안	 능	 력	 나	 타	 나	 겠	 네



20
당당하게

주님 영광 한이 없다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46)

	 1.	주	 님	 영	 광	 한	 이	 없	 다	 하	 나	 님	 의
	 2.	생	 명	 샘	 이	 흘	 러	 나	 와	 모	 든	 성	 도
	 3.	구	 주	 귀	 한	 피	 로	 받	 은	 시	 온	 백	 성

	 시	 온	 —	 성	 허	 락	 하	 신	 말	 씀	 대	 로
	 마	 시	 —	 니	 언	 제	 든	 지	 솟	 아	 나	 와
	 복	 받	 았	 다	 예	 수	 님	 이	 그	 —	 들	 을

	 주	 가	 친	 히	 세	 우	 셨	 다	 반	 석	 위	 에
	 부	 족	 함	 이	 없	 도	 —	 다	 주	 의	 은	 혜
	 왕	 과	 제	 사	 삼	 으	 셨	 다	 성	 도	 들	 을

	 세	 웠	 으	 니	 흔	 들	 자	 가	 누	 구	 랴	 구	 원
	 내	 가	 받	 아	 시	 온	 백	 성	 되	 는	 때	 세	 상
	 세	 우	 시	 어	 사	 랑	 으	 로	 이	 끄	 사	 주	 의



시편 90:1~2, 91:1~2

시편 48:14

시편 87:3

교리와 성약 76:56~57, 66 (50~70)

작사(영어): Isaac Watts(1674~1748).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William Croft(1677~1727)

작사(영어): John Newton(1725~1807).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Franz Joseph Haydn(1732~1809)

21
위엄 있게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O God, Our Help in Ages Past (31)

	 의	 성	 안	 에	있	 어	 원	 수	 두	 렵	 지	 않	 도	 다
	 사	 람	 비	 방	해	 도	 주	 를	 찬	 양	 —	 하	 리	 라
	 자	 녀	 받	 을	복	 은	 영	 원	 무	 궁	 —	 하	 도	 다

	 1.	예	 부	 터	 도	 움	 되	 시	 고	 내	 소	 망	 되	 신	 주
	 2.	주	 님	 의	 보	 좌	 아	 —	 래	 우	 리	 안	 전	 하	 니
	 3.	명	 하	 시	 어	 서	 산	 과	 들	 지	 으	 신	 주	 —	 님
	 4.	예	 부	 터	 도	 움	 되	 시	 고	 내	 소	 망	 되	 신	 주

	 이	 세	 상	 풍	 파	 중	 에	 도	 늘	 보	 호	 하	 시	 리
	 주	 나	 를	 안	 아	 주	 시	 니	 편	 하	 고	 안	 전	 해
	 무	 궁	 하	 신	 우	 리	 주	 님	 하	 나	 님	 이	 시	 라
	 이	 생	 과	 영	 원	 한	 고	 향	 인	 도	 해	 주	 소	 서



22
영적으로

전승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 (60)

	 1.	영	 광	 중	 에	 오	 실	 주	 님	모	 습	 나	 는	 보	 았	 네
	 2.	승	 —	 리	 의	 나	 팔	 소	 리	널	 리	 울	 려	 퍼	 지	 네
	 3.	백	 합	 같	 이	 아	 름	 답	 게	주	 님	 탄	 생	 하	 셨	 네

	 진	 노	 가	 득	 한	 포	 도	 즙	 틀	 을	 밟	 아	 버	 리	 고
	 심	 판	 대	 에	 앉	 은	 주	 님	 우	 릴	 심	 판	 하	 시	 네
	 그	 의	 영	 광	 스	 런	 모	 습	 우	 리	 모	 두	 받	 았	 네

	 그	 의	 무	 —	서	 운	분	 노	의	 칼	 풀	 어	 버	 렸	 네
	 우	 리	 응	 답	빨	 리	하	 며	주	 께	 찬	 양	 하	 리	 라
	 우	 리	 모	 두	자	 유	로	 운	몸	 이	 되	 게	 하	 시	 려

	 진	 리	 는	 이	 기	 리
	 우	 리	 의	 하	 나	 님	 영	 광	 영	 광	 할	 렐
	 목	 숨	 버	 리	 셨	 네



시편 69:30

시편 100

앨마서 5:50

교리와 성약 65:1~6

작사(영어) 및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작사(영어): Julia Ward Howe(1819~1910)
작곡: 미상(1861년경)

23주께 찬양하여라
Raise Your Voices to the Lord (61)

위엄 있게

	 루	 야	 영	 광	 영	 광	 할	 렐	 루	 야	 영	 광

	 영	 광	 할	 렐	 루	 야	 진	 리	 는	 이	 기	 리

	 1.	주	 께	 찬	 양	 하	 여	 라	 주	 님	 말	 씀	 들	 은	 자
	 2.	주	 께	 감	 사	 하	 여	 라	 기	 쁨	 평	 안	 주	 시	 니

	 주	 의	 전	 을	 떠	 날	 때	 주	 이	 름	 에	 감	 사	 해
	 다	 시	 만	 날	 때	 까	 지	 기	 쁜	 노	 래	 불	 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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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역사 1:14~20, 25

야고보서 1:5

작사(영어): George Manwaring(1854~1889)
작곡: Sylvanus Billings Pond(1792~1871),  

A. C. Smyth(1840~1909) 개작

위엄 있게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
Joseph Smith’s First Prayer (26)

	 1.	오	 사	 랑	 스	 러	 운	 아	 침	 밝	 게	 비	 춰	 주	 는	 해	 —
	 2.	무	 릎	 꿇	 고	 처	 음	 으	 로	 소	 리	 내	 어	 기	 도	 할	 때
	 3.	낮	 의	 해	 보	 다	 더	 밝	 은	 빛	 이	 갑	 자	 기	 내	 려	 와
	 4.	사	 랑	 하	 는	 아	 들	 의	 말	 들	 으	 라	 는	 기	 쁜	 말	 씀

	 벌	 과	 새	 들	 노	 래	 하	 니	 온	 숲	 이	 음	 악	 이	 었	 네
	 죄	 의	 능	 력	 엄	 습	 하	 여	 그	 의	 낙	 담	 —	 컸	 으	 나
	 영	 광	 스	 러	 운	 빛	 기	 둥	 그	 의	 주	 위	 —	 비	 췄	 네
	 응	 답	 된	 조	 셉	 의	 기	 도	 귀	 를	 주	 께	 기	 울	 였	 네

	 그	 늘	 진	 숲	 에	 서	 조	 셉	 하	 나	 님	 찾	 던	 그	 때
	 굽	 히	 지	 않	 고	 믿	 었	 네	 하	 나	 님	 보	 호	 하	 심
	 그	 중	 에	 나	 타	 난	 두	 분	 하	 나	 님	 과	 독	 생	 자
	 살	 아	 계	 신	 하	 나	 님	 본	 큰	 기	 쁨	 이	 넘	 쳤	 네

	 그	 늘	 진	 숲	 에	 서	 조	 셉	 하	 나	 님	 찾	 던	 그	 때
	 굽	 히	 지	 않	 고	 믿	 었	 네	 하	 나	 님	 보	 호	 하	 심
	 그	 중	 에	 나	 타	 난	 두	 분	 하	 나	 님	 과	 독	 생	 자
	 살	 아	 계	 신	 하	 나	 님	 본	 큰	 기	 쁨	 이	 넘	 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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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07:22작사(영어): Evan Stephens(1854~1930)
작곡: Henry A. Tuckett(1850~1918),  

Evan Stephens(1854~1930) 개작

열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We Ever Pray for Thee (23)

	 1.	우	 리	 사	 랑	 하	 는	 선	 지	 자	 를	 위	 하	 여
	 2.	온	 마	 음	 다	 하	 여	 주	 님	 위	 해	 일	 하	 게
	 3.	따	 스	 한	 사	 랑	 의	 마	 음	 으	 로	 선	 지	 자

	 언	 제	 나	 기	 도	 하	 네	 주	 께	 서	 위	 안	 과
	 능	 력	 을	 주	 옵	 소	 서	 주	 능	 력	 가	 지	 고
	 위	 하	 여	 비	 옵	 나	 니	 언	 제	 나	 주	 님	 의

	 즐	 거	 움	 을	 그	 에	 게	 주	 시	 기	 비	 옵	 니
	 선	 지	 자	 가	 우	 리	 인	 도	 하	 고	 충	 고	 하
	 축	 복	 받	 고	 살	 아	 계	 실	 동	 안	 모	 든	 일

	 다	 밝	 은	 빛	 비	 추	 기	 원	 합	 니	 다
	 게	 거	 룩	 한	 빛	 으	 로	 비	 추	 소	 서
	 을	 훌	 륭	 히	 행	 하	 기	 비	 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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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3:11~14

교리와 성약 38:27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힘차게

일어나라 주의 성도
Awake, Ye Saints of God, Awake! (17)

	 1.	일	 어	 나	 라	 주	 의	 성	 도
	 2.	시	 온	 의	 적	 의	 논	 하	 고
	 3.	변	 하	 지	 않	 는	 신	 앙	 과
	 4.	의	 안	 에	 서	 하	 나	 되	 라

	 기	 도	 로	 주	 를	 찾	 으	 라	 시	 온	 의
	 사	 슬	 로	 발	 을	 묶	 으	 나	 야	 곱	 의
	 심	 히	 겸	 손	 한	 맘	 으	 로	 간	 절	 히
	 주	 님	 말	 씀	 하	 시	 나	 니	 아	 버	 지

	 속	 박	 깨	 치	 고	 우	 리	 대	 적	 하
	 하	 나	 님	 께	 서	 주	 무	 시	 지	 않
	 주	 께	 구	 하	 면	 우	 리	 에	 게	 주
	 와	 아	 들	 처	 럼	 모	 든	 성	 도	 화

	 는	 자	 를	 실	 패	 하	 게	 하	 옵	 소	 서
	 으	 시	 며	 복	 수	 하	 여	 주	 시	 리	 라
	 어	 지	 는	 영	 원	 한	 목	 적	 알	 리	 라
	 합	 하	 라	 모	 든	 성	 도	 화	 합	 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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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13:21~22

니파이전서 22:12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Joseph Swain(1761~1796) 
원작.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Freeman Lewis(1780~1859)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 구속주
Redeemer of Israel (6)

	 1.	이스	 라	 엘	 구	 속	 주	 우	 리	 의	 기	 쁨	 우
	 2.	양	 떼	 모	 으	 시	 려	 오	 실	 우	 리	 주	 시
	 3.	죄	 가	 운	 데	 오	 래	 헤	 매	 었	 으	 며	 사
	 4.	시	 온	 자	 녀	 우	 리	 큰	 기	 쁜	 소	 식	 그

	 리	 축	 복	 주	 —	 시	 는	 주	 낮	 이	 면	—	 그	 늘	 밤	 에
	 온	 으	 로	 이	 끄	 시	 리	 니	 죽	 음	 골	—	 짝	 에	 우	 리
	 막	 에	 서	 애	 통	 했	 나	 니	 우	 리	 설	움	 보	 고	 원	 수
	 표	 적	 이	 미	 —	 보	 이	 네	 두	 려	 워	—	 말	 라	 우	 리

	 는	 기	 둥	되	 신	 주	 우	 리	 왕	 우	 리	 의	 구	 원	 자
	 어	 찌	 —	울	 —	 며	 광	 —	 야	 에	 서	 왜	 헤	 매	 리
	 는	 기	 뻐	했	 으	 나	 이스	라	 엘	 곧	 자	 유	 얻	 으	 리
	 그	 백	 —	성	 이	 니	 구	 원	 의	 때	 가	 까	 웠	 도	 다

5. 사랑하는 주 얼굴 빛 고치사
 우리 영혼 위로 하소서
 거룩한 그곳 사모하는 맘에
 희망 갖게 하여 주소서

6. 천사 기뻐 주 음성 기다리니
 주님 말씀 영원하네
 만 백성들아 소리 높여
 주께 찬양을 함께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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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깊게

감정을 넣어

하늘에서 온 천사
An Angel from on High (13)

	 1.	하	 늘	 에	 서	 온	 천	 사	 오	 랜	 침	 묵	 깨	 고
	 2.	모	 로	 나	 이	 봉	 한	 것	 오	 래	 묻	 혔	 다	 가
	 3.	이	 기	 록	 말	 해	 주	 네	 조	 셉	 의	 후	 손	 과

	 저	 은	 혜	 로	 운	 말	 씀	 하	 —	 강	 하	 시	었	 도	 다
	 땅	 에	 서	 말	 하	 라	 는	 주	 의	 명	 령	 기	다	 렸	 네
	 오	 래	 전	 에	 살	 다	 가	 다	 —	 멸	 망	 한	잔	 류	 민

	 쓸	 쓸	 한	 쿠	 모	 라	 산	 에	 거	 룩	 한	 기	 록	—	 묻	 혔	 다
	 그	 리	 스	 도	 다	 스	 림	 을	 안	 내	 하	 려	 다	시	 나	 왔	 네
	 완	 전	 하	 신	 복	 음	 말	 씀	 구	 절	 마	 다	 보	—	 여	 주	 네

	 쓸	 쓸	 한	 쿠	 모	 라	 산	 에	 거	 룩	 한	 기	 록	 묻	 혔	 다
	 그	 리	 스	 도	 다	 스	 림	 을	 알	 리	 려	 다	 시	 나	 왔	 네
	 완	 전	 하	 신	 복	 음	 온	 구	 절	 마	 다	 보	 여	 주	 시	 네



교리와 성약 107:22

제3니파이 19:23

작사(영어): Bernard Snow(1822~1894) 개사

작곡: Harry A. Dean(1892~1987). © 1985 IRI

29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God Bless Our Prophet Dear (24)

	 1.	사	 랑	 의	 하	 나	 님	 우	 리	 의	 선	 지	 자
	 2.	선	 지	 자	 말	 대	 로	 주	 님	 의	 왕	 국	 이
	 3.	주	 님	 의	 성	 도	 들	 하	 늘	 아	 버	 지	 와

	 축	 복	 하	 사	 위	 안	 과	 건	 강	 과	 강	 한	 힘
	 널	 리	 퍼	 져	 진	 리	 로	 불	 붙	 고	 하	 나	 로
	 아	 들	 처	 럼	 언	 제	 나	 맘	 과	 뜻	 하	 나	 로

	 주	 시	 어	 의	 로	 운	 선	 택	 을	 하	 게	 하	 소	 서
	 만	 들	 어	 목	 표	 향	 해	 가	 게	 하	 옵	 소	 서
	 만	 드	 사	 영	 원	 히	 서	 도	 록	 하	 옵	 소	 서

조셉 스미스-역사 1:30~34

교리와 성약 128:20

작사(영어): Parley P. Pratt(1807~1857)
작곡: John E. Tullidge(1806~1873)

4. 오랫동안 기다린
 그때가 찼으니
 온 세상 순종하라
 어둠 사라지리
 개봉하여 빛 영광을
 만방에 다 알게 하라
 개봉하여 빛 영광을
 만방에 다 알게 하라

5. 기쁨 넘친 이스라엘
 이제 모이리니
 예루살렘 세우려
 재물을 사용하리니
 시온 일어나 빛 내며
 거룩한 진리 채우리
 시온 일어나 빛 내며
 거룩한 진리 채우리



30
평화롭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
A Poor Wayfaring Man of Grief (29)

	 1.	슬	 —	 픔	 에	 잠	 —	 긴	 나	 그	 네	 내	 옆	 을	 지	 —	 나
	 2.	먹	 —	 을	 것	 적	 —	 은	 상	 앞	 에	 말	 없	 이	 나	 그	 네
	 3.	내	 가	 보	 니	 나	 그	 네	 샘	 가	 에	 힘	 없	 이	 누	 —	 워

	 가	 면	 서	 거	 절	 할	 수	 —	 없	 는	 도	 움	 —	 나
	 찾	 아	 와	 음	 식	 을	 구	 하	 매	 모	 두	 주	 니	 축
	 있	 었	 네	 맑	 은	 물	 목	 —	 이	 마	 른	 그	 를	 조

	 에	 게	 간	 절	 히	 구	 할	 때	 어	 디	 서	 와	 —	 어
	 복	 을	 하	 —	 고	 먹	 으	 며	 내	 게	 도	 주	 어	 받
	 롱	 하	 듯	 —	 이	 넘	 치	 니	 쓰	 러	 진	 나	 그	 네

	 디	 로	 가	 며	 이	 름	 도	 묻	 —	 지	 못	 하	 나	 그
	 아	 보	 니	 —	 그	 것	 은	 천	 사	 의	 것	 이	 라	 급
	 세	 워	 세	 —	 번	 물	 을	 떠	 —	 먹	 이	 고	 서	 나



마태복음 25:31~40

모사이야서 2:17

작사(영어): James Montgomery(1771~1854)
작곡: George Coles(1792~1858) 개작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전에 부른 찬송가.  

History of the Church, 6:614~615 참조.

	 눈	 에	 나	 도	 모	 를	 무	 엇	 —	 있	 어	 내	 사	 —	 랑	 끌	 렸	네
	 히	 —	 입	 에	 넣	 었	 더	 니	 —	 부	 스	 러	 기	 는	 만	 나	 였	네
	 그	 —	 물	 마	 셔	 보	 니	 다	 시	 는	 목	 이	 마	 르	 지	 않	 았	네

4. 한밤 중 큰비 나고 
 차가운 겨울 바람 불 때에
 나그네 음성 듣고 
 내 집에 들어 오게 했네
 따뜻이 몸을 녹이며 
 침상에 뉘어 놓고서
 나도 누우니 에덴 동산에서 
 꿈꾸는 듯하였네

5. 매 맞아 온몸 다친 나그네 
 길가에서 보았네
 죽은 듯 누워 있는 나그네 
 살려 숨을 쉬게 했네
 먹을 것 마실 것 주어 
 나그네 고쳐주고 나니
 내 고통 사라지고 
 화평이 내 맘에 가득 찼네

6. 그 후 그가 감옥에 갇혀 
 형벌 받음을 보았네
 모두 조롱과 박해했으나 
 나만은 공경 표했네
 그는 그를 위해 나 기꺼이 
 죽을 수 있나 물었네
 나 힘도 없고 두려웠으나 
 내 하리라 대답했네

7. 그때에 내가 보니 
 그는 나그네가 아니라
 손에 못자국 난 구주 
 내 눈 앞에 서 계셨네
 내 초라한 이름 부르며 
 내게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네가 한 모든 것 
 내게 한 것이라



즐겁게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2)

31

	 1.	타	 는	 듯	 한	 하	 나	 님	 의	 영	 충	 만	 하	 여
	 2.	성	 도	 들	 께	 많	 은	 것	 알	 도	 록	 하	 시	 며
	 3.	하	 늘	 나	 라	 더	 욱	 넓	 혀	 주	 시	 옵	 기	 를
	 4.	어	 린	 양	 과	 사	 자	 함	 께	 노	 는	 복	 된	 날

	 후	 기	 의	 영	 광	 이	 내	 림	 —	 하	 누	 나
	 성	 도	 의	 판	 단	 력	 회	 복	 —	 하	 셨	 네
	 모	 여	 서	 신	 령	 으	 로	 비	 —	 나	 이	 다
	 얼	 마	 나	 축	 복	 받	 은	 날	 이	 오	 니	 까

	 옛	 날	 의	 시	 현	 과	 축	 복	 회	 복	 되	 오	 며
	 하	 나	 님	 의	 지	 식	 과	 능	 력	 퍼	 지	 오	 니
	 하	 나	 님	 의	 시	 현	 과	 축	 복	 또	 영	 —	 광
	 예	 수	 불	 마	 차	 타	 고	 하	 강	 하	 실	 —	 때

	 천	 사	 —	 들	 도	 세	 —	 상	 다	 시	 찾	 아	 주	 네
	 땅	 에	 —	 덮	 인	 휘	 —	 장	 거	 두	 —	 어	 지	 네
	 신	 앙	 으	 로	 만	 우	 —	 리	 받	 을	 —	 수	 있	 네
	 시	 온	 —	 에	 서	 에	 브	 라	 임	 왕	 관	 얻	 겠	 네



교리와 성약 109:79~80

교리와 성약 110편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1836년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부름.

작곡: 미상(1844년경)

	 천	 국	 무	 리	 함	 께	 찬	 송	 부	 르	 오	 니

	 호	 산	 나	 호	 산	 나	 주	 와	 어	 린	 양

	 영	 광	 돌	 리	 세	 높	 이	 계	 시	 는	 그	 들	 께

	 앞	 으	 로	 영	 원	 히	 	 아	 멘	 아	 	 멘



즐겁게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Now Let Us Rejoi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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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	 리	 구	 원	 의	 날	 을	 함	 께	 다	 즐	 기	 세	 이	 젠	 헤	 매
	 2.	우	 리	 서	 로	 사	 랑	 과	 화	 평	 을	 나	 누	 며	 악	 을	 떠	 나
	 3.	마	 지	 막	 날	 에	 인	 도	 하	 시	 는	 여	 호	 와	 신	 앙	 으	 로

	 는	 나	 그	 네	 아	 니	 니	 지	 금	 좋	 은	 소	 식	 을	 듣
	 서	 모	 두	 하	 나	 되	 어	 하	 나	 님	 을	 등	 진	 자	 는
	 그	 팔	 에	 의	 지	 하	 세	 예	 수	 님	 이	 오	 셔	 서	 모

	 고	 있	 는	 우	 리	 곧	 구	 원	 의	 날	 을	 모	 두	 맞	 으	 리	 라
	 두	 려	 워	 떠	 는	 주	 오	 시	 는	 날	 을	 우	 리	 기	 다	 리	 세
	 든	 것	 멸	 할	 때	 의	 인	 과	 함	 —	 께	 우	 리	 일	 어	 나	 리

	 언	 약	 된	 모	 든	 것	 성	 도	 들	 받	 을	 때	 온	 종	 일	 우
	 언	 약	 된	 모	 든	 것	 성	 도	 들	 받	 을	 때	 온	 종	 일	 우
	 언	 약	 된	 모	 든	 것	 성	 도	 들	 받	 을	 때	 천	 사	 들	 과



모세서 7:61~67

신앙개조 제10조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Henry Tucker(1826~1882)

	 리	 거	 스	 를	 자	 없	 고	 이	 지	 구	 변	 하	 여	 에
	 리	 거	 스	 를	 자	 없	 고	 이	 지	 구	 변	 하	 여	 에
	 함	 께	 면	 류	 관	 얻	 고	 이	 지	 구	 변	 하	 여	 에

	 덴	 동	 산	 될	 때	 예	 수	 님	외	 치	 리	 오	 라	 온	 이스	 라	 엘
	 덴	 동	 산	 될	 때	 예	 수	 님	외	 치	 리	 오	 라	 온	 이스	 라	 엘
	 덴	 동	 산	 될	 때	 주	 님	 과	우	 리	 들	 모	 두	 하	 나	 되	 리



시편 100:4~5

이사야 12:1~6

작사(영어): 미상, 네덜란드(1626년경), Theodore Baker(1851~1934) 역
작곡: 미상, 네덜란드(1625년경), Edward Kremser(1838~1914) 편곡

기쁘게

감사 기도
Prayer of Thanksgiving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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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축	 복	 을	 구	 하	 려	 우	 리	 모	 이	 니
	 2.	우	 리	 인	 도	 하	 시	 려	 곁	 에	 계	 시	 어
	 3.	승	 리	 하	 신	 우	 리	 주	 모	 두	 찬	 양	 해

	 주	 뜻	 알	 려	 주	 시	 려	 단	 련	 하	 사
	 왕	 국	 —	 을	 거	 룩	 게	 지	 키	 시	 네
	 우	 리	 —	 의	 수	 호	 자	 되	 옵	 소	 서

	 악	 인	 은	 사	 라	 지	 고	 절	 망	 끝	 —	 나	 네
	 처	 음	 부	 터	 싸	 움	 에	 서	 —	 이	 겼	 다	 네
	 주	 님	 —	 의	 백	 성	 이	 고	 난	 피	 —	 하	 여

	 찬	 양	 해	 주	 이	 름	 —	 우	 리	 버	 리	 잖	 네
	 주	 여	 —	 모	 든	 영	 —	 광	 —	 받	 으	 소	 서
	 자	 유	 케	 주	 를	 찬	 양	 하	 게	 하	 옵	 소	 서



교리와 성약 86:1~7

마가복음 4:26~28

작사(영어): Henry Alford(1810~1871)
작곡: George J. Elvey(1816~1893)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백성아
Come, Ye Thankful People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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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	 사	 하	 는	 백	 성	 아	 추	 수	 찬	 송	 합	 시	 다
	 2.	온	 세	 상	 은	 밭	 되	 고	 주	 는	 임	 자	 되	 시	 네

	 엄	 동	 설	 한	 오	 기	 전	 염	 려	 없	 게	 거	 뒀	 네
	 밀	 과	 악	 한	 가	 라	 지	 함	 께	 자	 라	 나	 도	 다

	 하	 나	 님	 이	 우	 리	 의	 일	 용	 양	 식	 주	 시	 니
	 싹	 과	 이	 삭	 자	 라	 서	 열	 매	 차	 차	 이	 루	 니

	 주	 의	 전	 에	 모	 여	 서	 추	 수	 찬	 송	 합	 시	 다
	 우	 리	 들	 도	 정	 한	 밀	 되	 게	 하	 여	 주	 소	 서



위엄 있게

굳도다 그 기초
How Firm a Foundation (85)

35

	 1.	굳	 도	 다	 그	 기	 초	 주	 님	 의	 성	 도
	 2.	병	 드	 나	 성	 하	 나	 어	 느	 때	 든	 지
	 3.	너	 두	 려	 워	 말	 고	 낙	 담	 말	 아	 라

	 그	 말	 씀	 을	 믿	 는	 믿	 음	 에	 놓	 인	 터
	 부	 하	 나	 빈	 곤	 에	 너	 허	 덕	 일	 때	 나
	 너	 희	 주	 하	 나	 님	 나	 함	 께	 하	 리	 라

	 그	 말	 씀	 보	 다	 귀	 한	 말	 또	 있	 으	 랴
	 집	 에	 서	 나	 외	 국	 어	 느	 곳	 에	 서	 나
	 힘	 주	 고	 도	 우	 어	 높	 이	 세	 우	 리	 라

	 예	 수	 좇	 는	 너	 희	 예	 수	 좇	 는	 너	 희
	 네	 도	 움	 구	 할	 때	 네	 도	 움	 구	 할	 때
	 전	 능	 한	 손	 으	 로	 전	 능	 한	 손	 으	 로



이사야 41:10, 43:2~5

힐라맨서 5:12

작사(영어): Robert Keen(1787년경) 추정.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J. Ellis(1889년경) 추정

	 안	 식	 처	 버	 리	 고	 어	 디	 로	 가	 랴
	 도	 움	 을	 구	 할	 때	 도	 와	 주	 시	 리
	 내	 손	 이	 높	 이	 널	 받	 들	 겠	 노	 라

4.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너나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 너 함께하고 근심 덜어 주며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5. 불같은 시험이 앞에 놓이나
 내 은혜 충만히 널 채워 주리라
 그 불길이 널 해하지 못하리라
 그 불길 통하여 신앙 굳게 하리
 순금만 주 앞에 나타나리라

6. 나의 모든 백성 영원 무궁히
 영원하고 불변한 주님 사랑을
 증거하고 널리 전파하리라
 그때 저희들을 어린 양과 같이
 내 품에 안아서 보호하리라

7.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 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4

시편 32:11

작사(영어): Charles Wesley(1707~1788)
작곡: Horatio Parker(1863~1919)

힘차게

36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Rejoice, the Lord Is King! (66)

	 1.	기	 뻐	 하	 라	 너	 희	 주	 는	 왕	 이	 시	 라
	 2.	주	 님	 은	 진	 리	 와	 사	 랑	 의	 하	 나	 님
	 3.	주	 왕	 국	 결	 단	 코	 멸	 망	 치	 않	 나	 니

	 네	 주	 께	 감	 사	 승	 리	 찬	 송	 드	 려	 라
	 죄	 대	 속	 하	 시	 고	 승	 천	 하	 시	 었	 네
	 주	 님	 이	 죽	 음	 의	 열	 쇠	 가	 지	 셨	 네

	 큰	 소	 리	 로	 기	 뻐	 하	 라	 마	 음	 다	 해	 기	 뻐	 하	 라

	 큰	 소	 리	 로	 기	 뻐	 하	 라	 마	 음	 다	 해	 기	 뻐	 하	 라



역대상 16:8~14

앨마서 26:8

작사(영어): Martin Rinkhart(1586~1649),  
Catherine Winkworth(1829~1878) 역

작곡: Johann Crüger(1598~1662)

위엄 있게

37내 정성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네
Now Thank We All Our God (95)

	 1.	내	 정	 성	 다	 하	 여	 주	 님	 께	 감	 사	 하	 네
	 2.	풍	 성	 한	 하	 나	 님	 나	 와	 함	 께	 하	 소	 서

	 오	 묘	 한	 경	 륜	 을	 온	 세	 상	 기	 뻐	 하	 네
	 즐	 거	 운	 마	 음	 과	 축	 복	 된	 평	 화	 로	 써

	 날	 때	 부	 터	 우	 릴	 축	 복	 하	 시	 는	 주
	 우	 리	 지	 키	 시	 고	 늘	 인	 도	 하	 시	 고

	 한	 량	 없	 는	 사	 랑	 주	 심	 감	 사	 하	 네
	 주	 능	 력	 으	 로	 써	 보	 살	 펴	 주	 소	 서



기쁘게

38 이 즐겁고 기쁜 날에
On This Day of Joy and Gladness (64)

	 1.	이	 즐	 겁	 고	 기	 쁜	 날	 에	 거	 룩	 한	 이	름
	 2.	시	 온	 샘	 이	 열	 렸	 다	 네	 여	 기	 참	 —	된
	 3.	왕	 국	 에	 서	 일	 하	 려	 네	 옛	 선	 지	 —	자

	 찬	 양	 해	 —	 성	 —	 스	 럽	 —	 게	 예	 배	 드	 려
	 복	 음	 으	 로	 주	 —	 님	 섬	 기	 는	 성	 도	 에	 게
	 예	 언	 한	 —	 언	 약	 의	 자	 녀	 들	 모	 두	 모	 일

	 영	 화	 롭	 게	 외	 치	 세
	 복	 이	 넘	 쳐	 흐	 른	 다	 알	 렐	 루	 야
	 왕	 국	 의	 울	 안	 에	 서

	 알	 렐	 루	 야	 맑	 고	 청	 아	 하	 게	 우	 리	 주	 님



시편 145:10

교리와 성약 128:23

시편 47:6~7

앨마서 26:8, 16

작사(영어): Carrie Stockdale Thomas(1848~1931). © 1948 IRI
작곡: Leroy J. Robertson(1896~1971). © 1948 IRI

작사(영어) 및 작곡: Leroy J. Robertson(1896~1971).  
© 1980 IRI

당당하게

39위대하신 하나님을
Great King of Heaven (63)

	 우	 리	 왕	 께	 환	 희	의	 송	 가	 노	 래	 부	 르	 세

	 1.	위	 대	 하	 신	 하	 나	 님	 을	 온	 마	 음
	 2.	이	 스	 라	 엘	 하	 나	 님	 이	 온	 땅	 과

	 바	 쳐	 찬	 양	 하	 네	 온	 산	 —	 천	 이	 주	 님	 이
	 하	 늘	 이	 끄	 시	 니	 주	 하	 나	 님	 께	 찬	 양	 소

	 름	 존	 귀	 하	 심	 외	 칩	 니	 다
	 리	 메	 아	 리	 로	 울	 립	 니	 다



시편 37:3~5

교리와 성약 41:1, 76:5

작사(영어): Charles L. Walker(1832~1904)
작곡: John Menzies Macfarlane(1833~1892)

40
부드럽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Dearest Children, God Is Near You (96)

	 1.	사	 랑	 하	 는	 자	 녀	 들	 아	 언	 제	 나	 주
	 2.	사	 랑	 하	 는	 자	 녀	 들	 아	 천	 사	 너	 를
	 3.	성	 령	 으	 로	 너	 희	 들	 을	 즐	 겨	 가	 르

	 지	 키	 며	 너	 를	 축	 복	 하	 여	 주	 리
	 지	 키	 며	 언	 행	 심	 사	 기	 록	 하	 리
	 치	 시	 니	 말	 씀	 대	 로	 행	 동	 하	 라

	 옳	 은	 일	 힘	 써	 행	 하	 면	 축	 복	 하	 리
	 나	 쁘	 나	 좋	 은	 모	 든	 말	 순	 결	 한	 맘
	 매	 일	 매	 일	 기	 뻐	 하	 고	 너	 희	 신	 앙

	 축	 복	 하	 리	 네	 맘	 주	 께	 맡	 기	 면
	 가	 진	 자	 를	 주	 님	 축	 복	 하	 시	 리
	 증	 거	 하	 라	 너	 희	 주	 하	 나	 님	 께



사무엘하 22:2~3

시편 18:1~2

작사(영어): Martin Luther(1483~1546) 번안

작곡: Martin Luther 추정

위엄 있게

41내 주는 강한 요새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68)

	 내	 주	 는	 강	 한	 요	 새	 요	 능	 력	 의	 성	 이

	 되	 시	 네	 세	 상	 의	 환	 난	 질	 고	 를	 이

	 겨	 내	 시	 는	 주	 님	 우	 릴	 멸	 망	 에

	 서	 구	 하	 여	 내	 시	 니	 그	 권	 능	 크	 셔

	 라	 만	 물	 을	 만	드	 신	 주	 영	 원	 히	 다	 스	 리	 시	 리



시편 148편

요한복음 12:12~13

작사(영어): Theodulph of Orleans(760년경~821)
작곡: Melchior Teschner(1584~1635)

의기양양하게

42 왕이 되시는 주께
All Glory, Laud, and Honor (69)

	 1.	왕	 이	 되	 시	 는	 주	 께	 다	 영	 광	 돌	 리	 세
	 2.	저	 하	 늘	 천	 사	 들	 이	 호	 산	 나	 외	 치	 니
	 3.	주	 예	 수	 고	 난	 전	 에	 수	 많	 은	 무	 리	 가

	 그	 옛	 날	 많	 은	 무	 리	 호	 산	 나	 외	 쳤	 네
	 온	 세	 상	 백	 성	 들	 이	 다	 화	 답	 하	 도	 다
	 영	 광	 의	 찬	 송	 불	 러	 주	 찬	 양	 하	 였	 네

	 다	 윗	 의	 자	 손	 으	 로	 세	 상	 에	 오	 시	 어
	 저	 유	 대	 백	 성	 같	 이	 종	 려	 가	 지	 들	 고
	 이	 같	 이	 우	 리	 들	 도	 주	 맞	 이	 하	 오	 니

	 왕	 위	 에	 오	 른	 주	 께	 다	 영	 광	 돌	 리	 세
	 오	 시	 는	 주	 를	 맞	 아	 호	 산	 나	 외	 치	 세
	 무	 한	 한	 사	 랑	 으	 로	 다	 받	 아	 주	 소	 서



출애굽기 13:21~22

교리와 성약 45:57

작사(영어): William Williams(1717~1791).  
1절은 Peter Williams(1722~1796) 역.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John Hughes(1873~1932)

당당하게

43위대하신 여호와여
Guide Us, O Thou Great Jehovah (83)

	 1.	위	 대	 하	 신	 여	 호	 와	 여	 인	 도	 하	 여	 주	 소	 서
	 2.	시	 온	 샘	 을	 여	 시	 고	 —	 넘	 친	 축	 복	 주	 소	 서
	 3.	마	 지	 막	 날	 다	 가	 올	 때	 두	 렴	 없	 게	 하	 시	 고

	 연	 약	 하	 나	 주	 는	능	하	오	 니	 팔	 을	 붙	 들	 어	 주	 소	 서
	 불	 과	 구	 름	 기	 —	둥	—	으	 로	 우	 리	 지	 켜	 —	 주	 소	 서
	 주	 의	 심	 판	 시	 —	작	—	될	 때	 우	 리	 지	 켜	 —	 주	 소	 서

	 거	 룩	 하	 신	 성	 령	 이	 여	 주	 님	 오	 실	 때	 까
	 위	 대	 하	 신	 구	 속	 주	 여	 즐	 거	 운	 날	 주	 소
	 여	 호	 와	 께	 찬	 양	 하	 세	 영	 화	 로	 운	 노	 래

	 지	 때	 까	 지	 먹	 여	 주	 시	 옵	 소	 서
	 서	 주	 소	 서	 즐	 거	 운	 날	 주	 소	 서
	 로	 노	 래	 로	 영	 화	 로	 운	 노	 래	 로



단호하게

진리로 자유케 된 자녀들
God of Our Fathers, We Come unto Thee (76)

44

	 1.	진	 리	 로	 자	 유	 케	 된	 자	 녀	 들	 조	 상	 의
	 2.	은	 혜	 주	 심	 을	 감	 사	 하	 오	 며	 마	 음	 을
	 3.	평	 화	 의	 복	 음	 축	 복	 된	 선	 물	 빛	 이	 밝
	 4.	죄	 와	 싸	 워	 이	 길	 힘	 주	 시	 면	 승	 리	 하

	 하	 나	 님	 께	 가	 오	 니	 함	 께	 하	 는	 기	 쁨
	 다	 해	 찬	 양	 합	 니	 다	 우	 리	 주	 는	 생	 명
	 아	 오	 는	 시	 온	 의	 집	 신	 권	 으	 로	 인	 도
	 기	 까	 지	 전	 진	 하	 리	 주	 님	 영	 광	 영	 원

	 주	 옵	 시	 고
	 빛	 되	 시	 니	 떠	 나	 지	 마	 옵	 소	 서
	 하	 옵	 소	 서
	 하	 리	 로	 다

	 결	 코	 결	 코	 떠	 나	 지	 마	 옵	 소	 서



기쁘게

45아름다운 세상
For the Beauty of the Earth (92)

시편 95:1~6

시편 33:1~6

시편 119:10

교리와 성약 14:7

작사(영어): Folliott S. Pierpoint(1835~1917)
작곡: Conrad Kocher(1786~1872)

작사(영어): Charles W. Penrose(1832~1925)
작곡: Ebenezer Beesley(1840~1906)

	 언	 제	 든	 지	 기	 도	 를	 드	 립	 니	 다

	 1.	아	 름	 —	다	 운	 세	 상	 과	 맑	 은	 하	 늘	 주	 시	 고
	 2.	계	 곡	 과	산	 에	 초	 목	 을	 울	 창	 하	 게	 하	 시	 고
	 3.	부	 모	 —	자	 녀	 애	 정	 과	 형	 제	 자	 매	 우	 애	 와

	 사	 랑	 으	 로	 우	 리	 를	 항	 상	 길	 러	 주	 시	 니
	 달	 과	 별	 의	 광	 채	 를	 밤	 에	 보	 여	 주	 시	 니
	 친	 구	 들	 의	 사	 랑	 을	 나	 누	 도	 록	 하	 시	 니

	 우	 리	 주	 님	 예	 수	 께	 감	 사	 찬	 송	 합	 니	 다



열정적으로

46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
Father, Thy Children to Thee Now Raise (91)

	 1.	온	 세	 상	 에	 —	 있	 는	 성	 도	 들	 아	 버	 지	사	 랑	 과
	 2.	우	 리	 의	 노	 래	 하	 늘	 울	 리	 고	 주	 님	 찬	양	 하	 게

	 은	 혜	 로	 돌	 보	 고	 보	 호	하	 여	 주	 시	 니	 감	 사	 찬
	 하	 소	 서	 신	 앙	 으	 로	 우	리	 이	 끄	 시	 고	 지	 식	 과

	 송	 주	 께	 드	 리	 네	 복	 음	 빛	 을	 우	 리	 께	 주	 시	 니
	 양	 식	 을	 주	 소	 서	 진	 리	 의	 길	 걷	 게	 인	 도	 하	 며

	 그	 충	 만	 한	 진	 리	 감	 사	 하	 네	 우	 리	 를	 선	 택	하	 여
	 젊	 음	 의	 과	 오	 용	 서	 하	 시	 고	 맘	 으	 로	 드	 리	는	 이



47소리 높여 찬양해
Praise the Lord with Heart and Voice (73)

기쁘게

작사(영어) 및 작곡: Tracy Y. Cannon(1879~1961).  
© 1948 IRI

작사(영어) 및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시편 117편

교리와 성약 20:17~21

시편 13:6

교리와 성약 136:28

	 주	 시	 니	 기	 쁨	 으	 로	 함	 께	 노	 래	 해
	 노	 래	 를	 아	 버	 지	 여	 받	 아	 주	 소	 서

	 1.	소	 리	 높	 여	 찬	 양	 해	 생	 명	 빛	 을	 주	 신	 주
	 2.	음	 성	 모	 아	 찬	 양	 해	 놀	 라	 우	 신	 주	 이	 름
	 3.	영	 원	 하	 신	 아	 버	 지	 우	 리	 친	 구	 되	 시	 며

	 마	 음	 으	 로	 주	 찬	 양	 진	 리	 밝	 게	 빛	 나	 니
	 은	 혜	 주	 심	 감	 사	 해	 주	 님	 사	 랑	 보	 이	 심
	 무	 한	 생	 명	 되	 신	 주	 우	 리	 생	 명	 되	 시	 네

	 소	 리	 높	 여	 찬	 양	 해	 생	 명	 빛	 을	 주	 신	 주
	 음	 성	 모	 아	 찬	 양	 해	 놀	 라	 우	 신	 주	 이	 름
	 무	 한	 생	 명	 되	 신	 주	 우	 리	 생	 명	 되	 시	 네



단호하게

주는 나의 빛
The Lord Is My Ligh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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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는	 나	 의	빛	 늘	 함	 —	께	 하	니	 왜	 두	 —	 려	 워	 하	 리	 죄
	 2.	주	 는	 나	 의	빛	 구	 름	 —	덮	 여	도	 믿	 음	 —	 더	 강	 하	 리	 예
	 3.	주	 는	 나	 의	빛	 내	 힘	 —	되	 시	니	 주	 능	 —	 력	 안	 에	 서	 영
	 4.	주	 는	 나	 의	빛	 모	 든	 것	되	 시	네	 주	 계	 시	 는	 —	 곳	 엔	 어

	 와	 슬	 픔	 에	 서	 구	 속	 하	 여	주	 신	 주	 함	 께	 하	 시	 는	 축
	 수	 님	 영	 원	 히	 영	 광	 중	 에	통	 치	 하	 실	 하	 늘	 보	 라	 그
	 원	 승	 리	 하	 리	 주	 의	 능	 력	으	 로	 내	 약	 함	 없	 애	 리	 또
	 둠	 이	 없	 겠	 네	 주	 는	 나	 의	구	 주	 내	 임	 금	 되	 시	 니	 성

	 복	 된	 이	 확	 신	 을	 성	 령	 알	 게	 하	 셨	 네	 주	 는	 	 	 	 나	 의
	 때	 엔	 나	 만	 홀	 로	 어	 둠	 속	 에	 거	 하	 랴
	 믿	 음	 으	 로	 걸	 으	 면	 주	 축	 복	 넘	 치	 리
	 도	 와	 천	 사	 함	 께	 주	 를	 찬	 양	 하	 리	 라	 주	 는	 나	 의	빛	 주

	 빛	 	 	 	 나	 의	 기	 쁨	 	 	 	 	 내	 노	 래	 	 	 	 낮
	 는	 나	 의	빛	 	 	 	 	 나	의	 기	쁨	 	 	 	 내	 노	래	 낮



요한계시록 5:9~13

시편 27:1

이사야 12:2

작사(영어): James Allen(1734~1804) 개사

작곡: Felice de Giardini(1716~1796)

작사(영어): James Nicholson(1828~1876)
작곡: John R. Sweney(1837~1899)

49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on High (67)

	 과	 	 	 	 밤	 에	 도	 	 	 	 나	 를	 인	 도	 하	 시	 네
	 과	 밤	 에	도	 낮	 과	 밤	 에	도	 나	 를	 인	 도	 하	 시	 네

	 1.	하	 나	 님	 께	 영	 광	 천	 지	 여	 응	 답	 하	 라
	 2.	우	 리	 주	 예	 수	 님	 큰	 죄	 의	 짐	 지	 셨	 네
	 3.	천	 국	 무	 리	 함	 께	 사	 랑	 의	 찬	 송	 하	 네

	 찬	 양	 하	 세	 우	 리	 슬	 픔	 지	 신	 그	 사	 랑
	 찬	 양	 하	 세	 죽	 음	 으	 로	 이	 겨	 이	 루	 신
	 찬	 양	 하	 세	 온	 영	 예	 와	 존	 귀	 주	 님	 께

	 과	 은	 혜	 귀	 하	 신	 어	 린	 양	 찬	 양	 하	 세
	 그	 업	 적	 귀	 하	 신	 어	 린	 양	 찬	 양	 하	 세
	 바	 치	 세	 귀	 하	 신	 어	 린	 양	 찬	 양	 하	 세



시편 33:12

이더서 2:12

작사(영어): Daniel C. Roberts(1841~1907)
작곡: George W. Warren(1828~1902)

열정적으로

(매절 시작하기 전에 연주한다.)

전능하신 조상의 하나님
God of Our Fathers, Whose Almighty Han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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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능	 하	 신	 조	 상	 의	 하	 나
	 2.	거	 룩	 하	 신	 당	 신	 의	 사	 랑
	 3.	환	 난	 질	 고	 전	 쟁	 중	 에	 서

	 님	 아	 름	 답	 고	 화	 려	 한	 그	 곳	 에
	 이	 자	 유	 로	 운	 이	 땅	 에	 임	 하	 니
	 도	 강	 하	 신	 팔	 내	 방	 패	 되	 소	 서

	 우	 리	 들	 을	 인	 도	 해	 주	 시	 니
	 통	 치	 자	 와	 보	 호	 자	 되	 소	 서
	 참	 된	 진	 리	 맘	 속	 에	 자	 라	 니

	 보	 좌	 앞	 에	 감	 사	 찬	 송	 하	 세
	 당	 신	 말	 씀	 우	 리	 율	 법	 일	 세
	 선	 하	 신	 뜻	 우	 리	 이	 끄	 소	 서



시편 100:1~2

시편 117편

작사(영어): Isaac Watts(1674~1748)
작곡: John Hatton(1793년 사망)

기쁘게

52하늘 아래 사는 온 백성아
From All That Dwell below the Skies (90)

	 1.	하	 늘	 아	 래	 사	 는	 온	 백	 성	 아	 창	 조	 자
	 2.	온	 땅	 에	 백	 성	 들	 노	 래	 하	 라	 노	 래	 는
	 3.	고	 상	 한	 가	 사	 로	 노	 래	 하	 고	 거	 룩	 히
	 4.	주	 님	 의	 자	 비	 는	 영	 원	 하	 고	 말	 씀	 도

	 찬	 양	 하	 여	 라	 구	 속	 주	 이	 름
	 세	 상	 것	 이	 라	 즐	 거	 운	 목	 소
	 찬	 양	 하	 여	 라	 위	 대	 한	 구	 원
	 영	 원	 한	 진	 리	 해	 영	 원	 히	 떠

	 높	 여	 —	 라	 우	 리	 의	 주	 님	 이	 시	 라
	 리	 로	 —	 써	 온	 세	 상	 크	 게	 울	 려	 라
	 알	 려	 —	 라	 구	 주	 의	 이	 름	 외	 쳐	 라
	 있	 기	 까	 지	 주	 님	 을	 찬	 양	 하	 여	 라



요한1서 4:7~8

모세서 6:63

작사(영어): Thomas R. Taylor(1807~1835) 개사.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Thomas C. Griggs(1845~1903)

부드럽게

53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87)

	 1.	대	 지	 에	 는	 가	 득	 한	 꽃	 향	 기	 그	 윽
	 2.	계	 곡	 에	 서	 나	 는	 소	 리	 숲	 과	 냇	 물
	 3.	마	 음	 에	 서	 솟	 아	 나	 는	 기	 쁜	 온	 갖

	 한	 공	 기	 무	 한	 한	 저	 푸	 른	 창	 공
	 의	 소	 리	 실	 바	 람	 과	 새	 —	 소	 리
	 소	 망	 도	 인	 간	 세	 상	 에	 —	 오	 는

	 망	 망	 한	 저	 넓	 은	 바	 다	 모	 든	 것	 말
	 속	 삭	 이	 듯	 한	 —	 노	 래	 모	 두	 다	 말
	 모	 든	 축	 복	 말	 —	 하	 고	 하	 늘	 에	 서

	 하	 누	 나	 하	 나	 님	 은	 사	 랑	 이	 라
	 하	 누	 나	 하	 나	 님	 은	 사	 랑	 이	 라
	 말	 하	 네	 하	 나	 님	 은	 사	 랑	 이	 라



누가복음 9:23

니파이후서 31:19~21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William B. Bradbury(1816~1868)

54
즐겁게

땅 위에 사는 성도들
Come, All ye Saints Who Dwell on Earth (65)

	 1.	땅	 위	 에	 사	 는	 성	 도	 들	 즐	 거	 운	 노	 래	 로
	 2.	주	 님	 의	 사	 랑	 크	 시	 어	 대	 신	 죽	 으	 시	 니
	 3.	우	 리	 길	 곧	 고	 좁	 으	 나	 전	 진	 해	 나	 가	 세
	 4.	그	 곳	 에	 서	 우	 리	 들	 은	 하	 늘	 찬	 양	 대	 로

	 위	 대	 한	 구	 주	 참	 사	 랑	 함	 께	 찬	 양	 하	 세
	 우	 리	 어	 찌	 배	 은	 망	 덕	 할	 수	 있	 으	 리	 오
	 그	 리	 스	 도	 가	 계	 시	 는	 해	 의	 나	 라	 에	 서
	 주	 이	 름	 찬	 양	 하	 리	 니	 주	 님	 사	 랑	 으	 로

	 위	 대	 한	 구	 주	 참	 사	 랑	 널	 리	 찬	 양	 하	 세
	 날	 따	 르	 라	 는	 주	 말	 씀	 어	 이	 잊	 으	 리	 오
	 우	 리	 들	 다	 시	 만	 날	 때	 주	 기	 뻐	 하	 시	 리
	 완	 전	 하	 게	 발	 전	 하	 여	 영	 원	 히	 살	 겠	 네



니파이후서 31:20

힐라맨서 3:28~30

작사(영어): Marvin K. Gardner(1952년생),  

니파이후서 31장 20절에 근거함. © 1985 IRI
작곡: Vanja Y. Watkins(1938년생). © 1985 IRI

단호하게

55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Press Forward, Saints (81)

	 1.	전	 진	 하	 세	 주	 예	 수	 믿	 으	 니
	 2.	주	 님	 말	 씀	 기	 쁘	 —	 게	 지	 켜
	 3.	주	 님	 의	 길	 끝	 까	 —	 지	 지	 켜

	 희	 망	 의	 밝	 은	 빛	 —	 품	 고	 서
	 주	 님	 을	 받	 아	 들	 여	 기	 뻐	 해
	 고	 난	 중	 주	 의	 사	 랑	 전	 하	 니

	 주	 인	 류	 사	 랑	 하	 는	 마	 음	 으	 로
	 주	 께	 오	 라	 영	 원	 한	 빛	 찾	 —	 아
	 영	 생	 받	 아	 라	 말	 씀	 하	 시	 —	 네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시편 150편

시편 23:6

작사(영어): Joachim Neander(1650~1680), Catherine Winkworth(1829~1878) 역
작곡: 출처 Stralsund Gesangbuch(1665),  

William S. Bennett(1816~1875)와 Otto Goldschmidt(1829~1907) 편곡

기쁘게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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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지	 전	 능	 하	 신	 주	 님	 께	 찬	 양	 드	 리
	 2.	만	 물	 다	 스	 리	 는	 주	 님	 께	 찬	 양	 드	 리
	 3.	우	 리	 를	 지	 키	 는	 주	 님	 께	 찬	 양	 드	 리
	 4.	모	 든	 것	 다	 바	 쳐	 주	 님	 께	 찬	 양	 드	 리

	 세	 건	 강	 과	 구	 원	 을	 주	 시	 는	 주	 님	 찬
	 세	 날	 개	 로	 품	 듯	 이	 성	 도	 를	 지	 켜	 주
	 세	 주	 님	 의	 선	 하	 심	 자	 비	 로	 보	 호	 하
	 세	 	모	 든	 백	 성	 소	 리	 모	 아	 주	 님	 찬	 양

	 양	 해	 우	 리	 함	 께	 거	 문	 고
	 시	 고	 궁	 핍	 한	 자	 주	 께	 도
	 시	 리	 친	 구	 되	 신	 주	 님	 이
	 하	 라	 주	 님	 앞	 에	 우	 리	 들

	 맞	 추	 어	 서	 기	 쁜	 찬	 송	 경	 배	 하	 세
	 움	 구	 하	 면	 주	 허	 락	 하	 여	 주	 시	 네
	 하	 시	 는	 일	 다	 시	 금	 생	 각	 해	 보	 라
	 경	 배	 할	 때	 할	 렐	 루	 야	 아	 멘	 하	 세



고린도전서 2:9~13

앨마서 5:45~46

작사(영어): Loren C. Dunn(1930~2001). © 1985 IRI
작곡: Michael Finlinson Moody(1941년생). © 1985 IRI

생각 깊게

58간증
Testimony (137)

	 1.	간	 증	 은	 성	 신	 증	 거	 니	 날	 인	 도	 합	 니	 다
	 2.	하	 늘	 에	 계	 신	 우	 리	 주	 세	 상	 다	 스	 리	 네
	 3.	성	 령	 이	 내	 게	 말	 하	 니	 내	 맘	 가	 득	 차	 네
	 4.	간	 증	 이	 차	 고	 넘	 칠	 때	 고	 통	 사	 라	 지	 네

	 내	 영	 혼	 의	 아	 버	 지	 께	 날	 인	 도	 합	 니	 다
	 살	 아	 계	 시	 는	 선	 지	 자	 영	 생	 인	 도	 하	 네
	 오	 주	 여	 나	 의	 마	 음	 에	 늘	 함	 께	 하	 소	 서
	 찬	 란	 한	 하	 늘	 광	 경	 이	 내	 눈	 에	 보	 이	 네



열렬하게

주여 큰 폭풍우 일고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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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여	 큰	 폭	 풍	 우	 일	 고	 세	 찬	 파	 도	 이	 오	 며
	 2.	주	 여	 오	 늘	 비	 탄	 하	 여	 나	 엎	 드	 려	 빕	 니	 다
	 3.	주	 여	 무	 서	 움	 다	 가	 고	 잠	 잠	 해	 졌	 습	 니	 다

	 새	 까	 만	 구	 름	 하	 늘	 덮	 고	 도	 움	 도	 없	 습	 니	 다
	 내	 맘	 에	 번	 민	 심	 하	 오	 니	 깨	 셔	 서	 구	 하	 소	 서
	 세	 상	 해	 고	 요	 히	 비	 치	 고	 내	 맘	 엔	 새	 해	 있	 네

	 죽	 으	 면	 어	 찌	 하	 리	 까	 이	 제	 금	 방	 우	 리
	 흉	 흉	 한	 물	 결	 내	 영	 혼	 휩	 쓸	 어	 가	 오	 니
	 축	 복	 의	 주	 여	 이	 제	 는	 떠	 나	 지	 마	 소	 서

	 깊	 은	 바	 다	 에	 묻	 히	 겠	 는	 데	 주	 여	 주	 무	 십	 니	 까
	 죽	 습	 니	 다	 곧	 난	 죽	 습	 니	 다	 급	 히	 구	 해	 주	 소	 서
	 행	 운	 의	 항	 구	 에	 기	 항	 하	 여	 기	 쁘	 게	 편	 히	 쉬	 리



마태복음 8:23~27

마가복음 4:36~41

작사(영어): Mary Ann Baker(1874~1921)
작곡: H. R. Palmer(1834~1907)

	 풍	 파	 도	 순	 종	 할	 잠	 잠	 하	 란	 주	 	 	 의	 뜻
	 	 	 	 	 	 	 	 	 	 	 주	 의	뜻	 	 주	 의	 뜻

	 바	 다	 나	 귀	 신	 이	 나	 인	 간	 그	 어	 느	 것	 들	 의	 진

	 노	 이	 든	 지	 대	 양	 과	 천	 지	 의	 주	 계	 시	 는	 그	 배	 를	 삼

	 킬	 파	 도	 없	 도	 다	 모	 두	 순	 종	 할	 잠	 잠	 하	 란	 주	 의	 뜻

	 주	 의	 뜻	 모	 두	 순	 종	 할	 잠	 잠	 하	 란	 주	 님	 의	 뜻



제3니파이 12:48

제3니파이 27:27

작사(영어) 및 작곡: Philip Paul Bliss(1838~1876)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함도 더욱
More Holiness Give Me (131)

60

	 1.	거	 룩	 함	 도	 더	 욱	 노	 력	 함	 도	 더	 욱
	 2.	감	 사	 함	 도	 더	 욱	 주	 의	 신	 임	 더	 욱
	 3.	순	 결	 함	 도	 더	 욱	 이	 길	 힘	 도	 더	 욱

	 인	 내	 심	 도	 더	 욱	 죄	 의	 비	 통	 과
	 주	 말	 씀	 과	 영	 광	 자	 랑	 도	 더	 욱
	 세	 상	 고	 통	 잊	 고	 천	 국	 그	 리	 움

	 주	 님	 생	 각	 더	 욱	 신	 앙	 도	 더	 욱
	 주	 님	 비	 통	 함	 에	 눈	 물	 도	 더	 욱
	 왕	 국	 에	 적	 합	 한	 성	 품	 도	 더	 욱

	 기	 쁨	 소	 망	 더	 욱	 허	 락	 하	 소	 서
	 온	 유	 찬	 송	 더	 욱	 허	 락	 하	 소	 서
	 주	 님	 지	 닌	 축	 복	 더	 주	 옵	 소	 서



제3니파이 13:5~13, 18:15~20

야고보서 5:16

7. 기도는 오직 땅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성령과 예수 죄인 위해
 중재해 주시네

8.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생명 진리 길이니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
 가르쳐 주옵소서

작사(영어): James Montgomery(1771~1854)
작곡: George Careless(1839~1932)

5. 기도는 죄를 뉘우치는
 죄인 음성이니
 그 기도 소리 들으며
 천사 기뻐하네

6. 기도는 말과 행동과
 마음 하나이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를 알게 되리

평화롭게

기도는 영혼의 소망
Prayer Is the Soul’s Sincere Desire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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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	 도	 는	 영	 혼	 의	 —	 소	 망	 말	 하	 든
	 2.	기	 도	 는	 한	 숨	 의	 —	 짐	 과	 눈	 물	 흘
	 3.	기	 도	 는	 어	 린	 이	 도	 하	 는	 단	 순	 한
	 4.	기	 도	 는	 성	 도	 의	 —	 호	 흡	 지	 당	 한

	 안	 하	 든	 가	 슴	 속	 에	 약
	 림	 이	 며	 하	 나	 님	 께	 가
	 말	 이	 며	 하	 나	 님	 께	 서
	 태	 도	 며	 죽	 음	 문	 의	 암

	 동	 하	 는	 —	 보	 이	 —	 지	 않	 는	 불
	 까	 이	 하	 려	 우	 러	 —	 러	 보	 는	 눈
	 들	 으	 시	 는	 엄	 숙	 —	 한	 말	 일	 세
	 호	 이	 니	 —	 하	 는	 자	 천	 국	 가	 리



요한복음 14:27, 16:33

히브리서 4:14~16

작사(영어): Emma Lou Thayne(1924년생). © 1973 IRI
작곡: Joleen G. Meredith(1935년생). © 1973 IRI

사려 깊게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Where Can I Turn for Peace?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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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평	 안	 어	 디	 서	 찾	 을	 수	 있	 나
	 2.	언	 제	 —	 어	 디	 서	 고	 통	 이	 자	 라
	 3.	은	 밀	 히	 답	 하	 고	 어	 루	 만	 지	 니

	 세	 상	 의	 모	 든	 것	 온전	 함	 막	 고
	 과	 연	 —	 어	 디	 로	 뛰어	 가	 려	 나
	 겟	 세	 마	 네	 구	 주	 나	 의	 친	 구

	 분	 노	 나	 악	 의	 로	 마	 음	 아	 플	 때
	 어	 디	 서	 내	 번	 민	 잠	 재	 우	 려	 나
	 나	 —	 의	 간	 구	 에	 평화	 찾	 아	 주	 니

	 어	 디	 서	 내	 영	 혼	 —	 찾	 —	 을	 —	 까
	 그	 누	 가	 알	 수	 있	 나	 오	 직	 주	 님	 뿐
	 늘	 친	 절	 하	 신	 분	 —	 끝	 없	 는	 사	 랑



시편 92:1~5

이노스서 1:27

6. 그 날에 보고 알리라
 간절히 원한 모든 것
 영원토록 즐거움의
 세상은 우리 상일세

작사(영어): Isaac Watts(1674~1748)
작곡: John J. McClellan(1874~1925)

5. 원수 앞에서 다시는
 두려워 당황하잖네
 내 속의 원수 물리치니
 내 평화 길이 빛나리

열렬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Sweet Is the Work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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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의	 하	 나	 님	 나	 의	 왕	 즐	 거	 이
	 2.	거	 룩	 하	 리	 안	 식	 의	 날	 세	 상	 근
	 3.	주	 안	 에	 승	 리	 하	 리	 니	 그	 말	 씀
	 4.	영	 원	 한	 날	 주	 이	 름	 에	 무	 슨	 송

	 찬	 송	 하	 리	 라	 낮	 이	 면	 사	 랑
	 심	 난	 모	 르	 네	 다	 윗	 왕	 의	 거
	 찬	 송	 하	 리	 라	 은	 혜	 의	 일	 훌
	 가	 울	 리	 리	 까	 기	 쁨	 에	 넘	 쳐

	 보	 이	 시	 고	 밤	 이	 면	 진	 리	 말	 해	 주	 네
	 문	 고	 같	 이	 기	 쁨	 뿐	 인	 나	 의	 —	 마	 음
	 륭	 하	 옵	 고	 그	 교	 훈	 심	 히	 깊	 나	 이	 다
	 내	 가	 보	 니	 주	 모	 습	 행	 복	 넘	 —	 치	 네



니파이후서 1:15

교리와 성약 95:1

작사(영어): Orson F. Whitney(1855~1931)
작곡: Harry A. Dean(1892~1987). © 1948 IRI

경배하는 마음으로

64 내 영혼 구한 구속주
Savior, Redeemer of My Soul (112)

	 1.	내	 영	 혼	 구	 한	 구	 속	 주	 나	 를	 온	 전	 케
	 2.	아	 무	 런	 공	 로	 없	 으	 나	 주	 님	 을	 사	 랑
	 3.	행	 동	 으	 로	 주	 님	 섬	 겨	 원	 수	 를	 친	 구

	 하	 셨	 네	 큰	 힘	 으	 로	 세	 우	 시	 고
	 합	 니	 다	 생	 명	 의	 말	 씀	 없	 으	 면
	 로	 삼	 고	 주	 와	 같	 이	 되	 기	 까	 지

	 쓴	 잔	 을	 달	 —	 게	 채	 웠	 네	 어	 떻	 게	 감	 사
	 기	 쁨	 과	 소	 망	 어	 디	 있	 나	 주	 님	 의	 뜻	 언
	 내	 영	 혼	 채	 —	 찍	 질	 하	 리	 주	 님	 의	 사	 랑

	 드	 리	 랴	 은	 혜	 로	 우	 신	 하	 나	 님
	 행	 으	 로	 내	 일	 생	 전	 하	 렵	 니	 다
	 받	 도	 록	 선	 한	 삶	 살	 게	 하	 소	 서



마태복음 4:19

니파이후서 31:10~21

6. 날 따르란 주님 말씀
 영원토록 순종하면
 보좌 왕국 권능 축복
 힘 영광 다 내 것일세

작사(영어): John Nicholson(1839~1909)
작곡: Samuel McBurney(1847~1909)

5. 우리 갈 곳 어디든지
 우리 앞길 트일 때면
 끊임없이 주님 따라
 전진하며 걸어가세

겸손하게

날 따르라
Come, Follow Me (116)

65

	 1.	날	 따	 르	 라	 주	 말	 씀	 하	 니	 주	 발	 자
	 2.	날	 따	 르	 라	 간	 단	 한	 말	 씀	 숭	 고	 한
	 3.	현	 세	 에	 서	 만	 우	 —	 리	 가	 주	 님	 을
	 4.	이	 세	 상	 오	 는	 세	 —	 상	 도	 주	 따	 르

	 취	 따	 라	 가	 세	 하	 나	 님	 사	 랑
	 빛	 진	 리	 비	 춰	 마	 음	 을	 감	 동
	 따	 라	 야	 하	 나	 더	 거	 룩	 한	 천
	 기	 힘	 쓰	 는	 자	 우	 리	 의	 주	 님

	 하	 시	 는	 독	 생	 자	 와	 하	 나	 되	 리
	 케	 하	 고	 선	 행	 하	 라	 권	 고	 하	 네
	 국	 서	 도	 주	 님	 을	 따	 라	 가	 리	 라
	 과	 함	 께	 천	 국	 상	 속	 받	 으	 리	 라



시편 31:23~24

교리와 성약 6:13

작사(영어): John Fawcett(1740~1817)
작곡: Jean-Jacques Rousseau(1712~1778)

사려 깊게

주여 복을 비옵나니
Lord, Dismiss Us with Thy Blessing (163)

66

	 1.	주	 여	 복	 을	 비	 옵	 나	 니	 기	 쁨	 평	 안	 주	 시	 고
	 2.	구	 원	 열	 매	 내	 맘	 속	 에	 맺	 게	 하	 여	 주	 시	 고

	 사	 람	 마	 다	 구	 속	 은	 혜	 기	 뻐	 하	 게	 하	 시	 고
	 우	 리	 찾	 은	 진	 리	 길	 에	 충	 실	 하	 게	 하	 소	 서

	 광	 야	 같	 은	 이	 세	 상	 에	 시	 원	 하	 게	 하	 소	 서
	 충	 실	 하	 고	 충	 실	 하	 여	 우	 리	 진	 리	 찾	 으	 리

	 광	 야	 같	 은	 이	 세	 상	 에	 시	 원	 하	 게	 하	 소	 서
	 충	 실	 하	 고	 충	 실	 하	 여	 우	 리	 진	 리	 찾	 으	 리



마가복음 4:39~41

시편 48:14

작사(영어): Edward Hopper(1818~1888)
작곡: John Edgar Gould(1822~1875)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해 같은 인생길
Jesus, Savior, Pilot Me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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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	 해	 같	 은	 인	 생	 길	 주	 여	 인	 도	 하	 소	 서
	 2.	모	 친	 아	 기	 재	 우	 듯	 노	 한	 바	 다	 명	 하	 사
	 3.	물	 가	 에	 올	 랐	 으	 나	 노	 한	 파	 도	 무	 서	 워

	 험	 한	 파	 도	 밀	 려	 와	 피	 할	 곳	 없	 게	 하	 나
	 잔	 잔	 하	 라	 하	 시	 면	 제	 아	 무	 리	 험	 하	 나
	 몸	 둘	 바	 를	 모	 를	 때	 내	 너	 품	 에	 안	 아	 서

	 주	 여	 나	 침	 반	 되	 어	 인	 도	 하	 여	 주	 소	 서
	 주	 뜻	 복	 종	 하	 리	 니	 주	 여	 인	 도	 하	 소	 서
	 고	 이	 인	 도	 하	 리	 라	 주	 님	 음	 성	 들	 리	 네



평화롭게

내 구주 살아 계시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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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구	 주	 살	 아	 —	 계	 시	 다	 큰	 은	 혜	 주
	 2.	풍	 성	 한	 은	 혜	 —	 주	 시	 고	 눈	 으	 로	 인
	 3.	친	 절	 한	 내	 하	 늘	 의	 친	 구	 끝	 까	 지	 날
	 4.	온	 영	 광	 그	 의	 —	 이	 름	 에	 변	 하	 지	 않

	 는	 —	 이	 말	 씀	 한	 때	 죽	 으	 시	 었	 으
	 도	 —	 하	 시	 네	 약	 할	 때	 위	 안	 주	 시
	 사	 랑	 하	 시	 네	 찬	 송	 하	 리	 우	 리	 구
	 는	 —	 내	 구	 주	 오	 기	 쁨	 주	 는	 이	 말

	 나	 영	 —	 원	 히	 사	 시	 는	 줄	 세
	 고	 내	 영	 혼	 의	 불	 평	 아	 시	 네
	 주	 선	 —	 지	 자	 대	 제	 사	 며	 왕
	 씀	 내	 —	 구	 주	 살	 아	 계	 시	 다

	 사	 랑	 으	 로	 축	 복	 하	 시	 고	 위	 에	 서	 날
	 내	 —	 두	 렴	 모	 두	 없	 애	 고	 눈	 —	 물	 씻
	 날	 —	 마	 다	 호	 흡	 주	 신	 주	 계	 시	 니	 죽
	 온	 —	 영	 광	 그	 의	 이	 름	 에	 변	 —	 하	 지

제창

화음



이사야 12:5

로마서 8:28

욥기 19:25

시편 104:33~34

작사(영어): Isaac Watts(1674~1748)
작곡: Aaron Williams(1731~1776)

작사(영어): Samuel Medley(1738~1799).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Lewis D. Edwards(1858~1921)

기쁘게

주 사랑하는 자
Come, We That Love the Lord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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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호	 하	 시	 며	 굶	 주	 린	 내	 영	 먹	 이	 시
	 어	 주	 시	 는	 주	 맘	 의	 고	 통	 위	 로	 하	 시
	 음	 을	 이	 기	 리	 내	 거	 할	 곳	 예	 비	 하	 시
	 않	 는	 내	 구	 주	 오	 —	 기	 쁨	 주	 는	 이	 말

	 고	 구	 —	 하	 면	 축	 복	 주	 시	 네
	 며	 모	 든	 축	 복	 나	 눠	 주	 시	 네
	 어	 안	 전	 히	 데	 려	 다	 주	 시	 리
	 씀	 내	 —	 구	 주	 살	 아	 계	 시	 다

	 1.	주	 사	 랑	 하	 는	 자	 다	 와	 기	 쁨	 알	 려
	 2.	우	 리	 하	 나	 님	 을	 모	 시	 는	 종	 들	 만
	 3.	하	 늘	 과	 땅	 위	 를	 다	 스	 리	 는	 주	 님
	 4.	이	 전	 능	 한	 분	 은	 사	 랑	 의	 아	 버	 지

	 저	 아	 름	 다	 운	 노	 래	 로	 주	 보	 좌	 경	 배	 해
	 천	 국	 왕	 께	 우	 리	 기	 쁨	 크	 게	 노	 래	 하	 세
	 폭	 풍	 우	 나	 파	 도	 까	 지	 잔	 잔	 케	 하	 시	 네
	 권	 능	 으	 로	 천	 국	 까	 지	 데	 려	 가	 주	 시	 네



열렬하게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I Believe in Christ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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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그	 리	 스	 도	 믿	 습	 니	 다	 나	 의	 왕
	 2.	나	 그	 리	 스	 도	 믿	 습	 니	 다	 넘	 친	 축
	 3.	나	 그	 리	 스	 도	 믿	 습	 니	 다	 나	 의	 주
	 4.	나	 그	 리	 스	 도	 믿	 습	 니	 다	 주	 님	 안

	 께	 찬	 양	 하	 리	 내	 기	 쁜	 마	 음
	 복	 받	 은	 이	 름	 마	 리	 아	 의	 아
	 님	 내	 하	 나	 님	 정	 성	 다	 해	 경
	 에	 내	 꿈	 있	 네	 슬	 픔	 고	 통	 이

	 다	 하	 여	 아	 멘	 —	 소	 리	 높	 이	 리
	 들	 로	 서	 대	 속	 하	 러	 오	 신	 주	 님
	 배	 하	 리	 빛	 의	 근	 원	 되	 신	 주	 님
	 기	 도	 록	 위	 안	 의	 말	 씀	 주	 시	 네

	 병	 든	 자	 들	 을	 고	 쳐	 주	 시	 고	 죽	 은	 자
	 날	 따	 르	 라	 며	 하	 나	 님	 —	 께	 나	 갈	 길
	 날	 구	 원	 하	 사	 자	 유	 케	 하	 니	 영	 원	 한
	 주	 예	 수	 다	 시	 세	 상	 에	 오	 사	 인	 간	 을



시편 119:33~35

니파이후서 25:23, 26, 29

몰몬서 7:5~7

작사(영어): George Manwaring(1854~1889)
작곡: Benjamin Milgrove(1731~1810), Ebenezer Beesley(1840~1906) 편곡

작사(영어): Bruce R. McConke(1915~1985). © 1972 IRI
작곡: John Longhurst(1940년생). © 1985 IRI

71이제 비오니 주여
Lord, We Ask Thee Ere We Part (153)

기도하는 마음으로

	 를	 살	 리	 셨	 네	 주	 찬	 양	 하	 리
	 보	 여	 주	 셨	 네	 내	 아	 버	 지	 뜻
	 보	 좌	 위	 에	 서	 나	 주	 와	 함	 께
	 통	 치	 하	 시	 리	 주	 영	 광	 중	 에

	 하	 나	 님	 아	 들	 이	 신	 그	 리	 스	 도
	 행	 하	 라	 말	 씀	 하	 신	 그	 리	 스	 도
	 영	 원	 히	 사	 랑	 안	 에	 거	 하	 리	 라
	 오	 시	 는	 위	 대	 한	 날	 맞	 으	 리	 라

	 1.	이	 제	 비	 오	 니	 주	 여	 오	 늘	 배	 운	 모	 든	 것
	 2.	죄	 없	 고	 젊	 은	 동	 안	 주	 의	 법	 이	 루	 려	 니
	 3.	자	 비	 로	 운	 아	 버	 지	 의	 를	 위	 해	 일	 할	 때
	 4.	우	 리	 허	 물	 사	 하	 고	 유	 혹	 면	 케	 하	 시	 고

	 맘	 속	 에	 깊	 이	 새	 겨	 잊	 지	 않	 게	 하	 소	 서
	 진	 리	 로	 인	 도	 하	 고	 행	 할	 힘	 주	 옵	 소	 서
	 당	 신	 께	 봉	 사	 함	 에	 기	 쁨	 알	 게	 하	 소	 서
	 거	 룩	 한	 생	 활	 하	 게	 도	 와	 주	 시	 옵	 소	 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낮도 다간 이 저녁에
Abide with Me, ’Tis Eventide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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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낮	 도	 다	 간	 이	 저	 녁	 에	 황	 혼	 의	 그	 림	 자
	 2.	온	 종	 일	 주	 나	 와	 함	 께	 거	 닐	 어	 주	 시	 고
	 3.	주	 여	 이	 밤	 외	 로	 우	 니	 계	 시	 어	 주	 소	 서

	 어	 둔	 밤	 밀	 려	 오	 나	 니	 함	 께	 거	 하	 소	 서
	 말	 씀	 해	 주	 신	 그	 기	 쁨	 타	 는	 듯	 합	 니	 다
	 당	 신	 이	 안	 계	 시	 오	 면	 내	 빛	 없	 나	 이	 다

	 제	 집	 에	 유	 하	 옵	 소	 서	 내	 반	 가	 운	 손	 님
	 내	 영	 혼	 채	 워	 주	 시	 고	 가	 까	 이	 계	 신	 주
	 세	 상	 어	 둠	 두	 려	 우	 니	 제	 집	 에	 계	 셔	 서

	 주	 여	 이	 밤	 나	 와	 함	 께	 머	 물	 러	 주	 소	 서



부드럽게

성령 인도하시어
Let the Holy Spirit Guide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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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나이서 10:5~7

교리와 성약 11:12~14

누가복음 24:29 (13~32)

작사(영어): Penelope Moody Allen(1939년생). © 1985 IRI
작곡: Martin Shaw(1875~1958).  

© 1915 J. Curwen & Sons, Ltd. 판권 소유. 

작사(영어): M. Lowrie Hofford(1825~1888)
작곡: Harrison Millard(1830~1895)

	 주	 여	 이	 밤	 나	 와	 함	 께	 머	 물	 러	 주	 소	 서

	 1.	성	 령	 인	 도	 하	 시	 어	 참	 된	 것	 가	 르	 치	 고
	 2.	성	 령	 보	 호	 하	 심	 에	 선	 택	 하	 게	 하	 시	 고
	 3.	조	 용	 히	 온	 유	 하	 게	 영	 의	 고	 침	 받	 고	 서

	 그	 리	 스	 도	 간	 증	 해	 우	 리	 맘	 비	 추	 소	 서
	 주	 음	 성	 귀	 기	 울	 여	 평	 안	 하	 게	 하	 소	 서
	 순	 —	 결	 한	 생	 활	 로	 주	 영	 접	 게	 하	 소	 서



경건하게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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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	 리	 다	 시	 만	 나	 볼	 동	 안	 하	 나
	 2.	우	 리	 다	 시	 만	 나	 볼	 동	 안	 하	 나
	 3.	우	 리	 다	 시	 만	 나	 볼	 동	 안	 하	 나

	 님	 이	 함	 께	 계	 셔	 훈	 계	 로	 써	 인	 도
	 님	 이	 함	 께	 계	 셔	 위	 험	 이	 닥	 쳐	 올
	 님	 이	 함	 께	 계	 셔	 사	 랑	 의	 깃	 발	 들

	 하	 며	 보	 호	 하	 시	 기	 를	 바	 라	 네
	 때	 에	 안	 아	 주	 시	 기	 를	 바	 라	 네
	 고	 서	 죽	 음	 이	 기	 기	 를	 바	 라	 네

	 다	 시	 만	 날	 	 때	 다	 시	 만	 날	 	 때	 예	 수
	 	 	 	 만	 날	 때	 만	 날	 때	 만	 날	 때



교리와 성약 76:22~24, 41~42

욥기 19:25

데살로니가후서 3:16

민수기 6:24~26

작사(영어): Gordon B. Hinckley(1910~2008). © 1985 IRI
작곡: G. Homer Durham(1911~1985). © 1985 IRI

작사(영어): Jeremiah E. Rankin(1828~1904)
작곡: William G. Tomer(1833~1896)

기쁘게

승리한 나의 구속주
My Redeemer Live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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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에	 만	 날	 때	 	 	 	 다	 시	 만	 날	 	 때
	 	 	 	 	 	 만	 날	 때	 	 	 	 만	 날	 때

	 다	 시	 만	 날	 	 때	 하	 나	 님	 이	 함	 께	 하	 소	 서
	 만	 날	 때	 만	날	 때

	 1.	승	 리	 한	 나	 의	 구	 속	 주	 살	 아	 계	 심	 을	 아	 오	 니
	 2.	신	 앙	 의	 반	 석	 인	 류	 의	 밝	 은	 빛	 살	 아	 계	 시	 니
	 3.	주	 님	 의	 영	 과	 평	 안	 을	 저	 에	 게	 내	 려	 주	 소	 서

	 고	 통	 과	 사	 망	 이	 기	 신	 나	 의	 왕	 나	 의	 구	 속	 주
	 사	 망	 의	 휘	 장	 너	 머	 로	 더	 좋	 은	 길	 밝	 히	 시	 네
	 의	 로	 운	 길	 걷	 는	 신	 앙	 영	 생	 으	 로	 이	 끄	 시	 네



생각 깊게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Did You Think to Pray?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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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늘	 네	 집	 떠	 나	 올	 때	 기	 도	 했	 느	 냐
	 2.	네	 마	 음	 노	 여	 워	 질	 때	 기	 도	 했	 느	 냐
	 3.	고	 된	 시	 련	 닥	 쳐	 올	 때	 기	 도	 했	 느	 냐

	 주	 님	 이	 름	 으	 로	 오	 늘	 그	 의	 사	 랑	 방	 패
	 형	 제	 여	 방	 해	 한	 자	 를	 용	 서	 할	 수	 있	 는
	 맘	 에	 슬	 픔	 가	 득	 할	 때	 길	 르	 앗	 의	 귀	 한

	 되	 게	 간	 구	 했	 느	 냐
	 은	 혜	 간	 구	 했	 느	 냐	 편	 히	 쉬	 게	 하	 는
	 유	 향	 빌	 려	 왔	 느	 냐

	 기	 도	 밤	 도	 낮	 되	 게	 하	 니



마태복음 11:28~30

니파이후서 26:33

시편 5:3, 12

마가복음 11:24~25

작사(영어) 및 작곡: Orson Pratt Huish(1851~1932)

작사(영어): Mary A. Pepper Kidder(1820~1905)
작곡: William O. Perikins(1831~1902)

부드럽게

예수께 오라
Come unto Jesu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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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둠	 근	 심	 오	 면	 기	 도	 잊	 지	 말	 아	 라

	 1.	예	 수	 께	 오	 라	 죄	 에	 시	 달	 려	 무	 거	 운
	 2.	예	 수	 께	 오	 라	 어	 둠	 속	 에	 서	 헤	 맬	 지
	 3.	예	 수	 께	 오	 라	 온	 유	 한	 맘	 에	 사	 랑	 구
	 4.	예	 수	 께	 오	 라	 모	 든	 육	 지	 와	 바	 다	 의

	 짐	 을	 진	 자	 들	 아	 예	 수	 가	 우	 릴
	 라	 도	 살	 피	 시	 네	 그	 의	 사	 랑	 이
	 하	 면	 들	 으	 시	 리	 광	 명	 한	 저	 위
	 섬	 들	 백	 성	 들	 아	 높	 은	 —	 자	 나

	 편	 히	 쉴	 곳	 에	 인	 도	 하	 여	 주	 시	 리	 로	 다
	 어	 둔	 밤	 에	 서	 밝	 은	 낮	 으	 로	 인	 도	 하	 리
	 하	 늘	 집	 천	 사	 가	 까	 이	 있	 는	 줄	 모	 르	 뇨
	 낮	 은	 자	 모	 두	 나	 에	 게	 오	 라	 부	 르	 시	 네



마태복음 6:6

앨마서 33:3~11

작사(영어) 및 작곡: Hans Henry Petersen(1835~1909)

생각 깊게

은밀한 기도
Secret Prayer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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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	 —	 평	 과	 안	 식	 의	 한	 시	 간	 세	 상	 근	 심	 일	 없	 네
	 2.	예	 쁜	 천	 사	 들	 찬	 미	 하	 는	 곳	 곧	 고	 좁	 은	 하	 늘	 길
	 3.	낙	 —	 담	 과	 절	 망	 의	 바	 다	 를	 우	 리	 헤	 쳐	 지	 날	 때
	 4.	내	 —	 갈	 길	 가	 시	 —	 많	 고	 또	 원	 —	 수	 가	 많	 아	 도

	 주	 앞	 에	 나	 가	 —	 드	 리	 는	 은	 밀	 한	 기	 돌	 세
	 은	 밀	 한	 기	 도	 —	 드	 릴	 때	 우	 리	 볼	 수	 있	 네
	 하	 나	 님	 내	 기	 도	 들	 으	 심	 영	 혼	 의	 위	 롤	 세
	 은	 밀	 히	 기	 도	 —	 하	 오	 면	 내	 구	 주	 도우	 시	 네

	 날	 마	 다	 	 	 기	도	 하	 여	 	 	 이	 생	 명	 	 	 은	혜	 받	 고
	 	 	 날	 마	 다	 	기	 	 도	 하	 여	 	 	 이	 생	 명	 	 은	 	 혜	 받	 고

	 내	 영	 혼	 	 	 하	늘	 에	 다	 	 	 맺	 어	 놓	 고	 싶	 어	 라
	 	 	 내	 영	 혼	 	하	 	 늘	 에	 다



시편 43:3

시편 119:133~135

작사(영어): John Henry Newman(1801~1890)
작곡: John B. Dykes(1823~1876)

즐겁게

어둠에 싸인 밤에
Lead, Kindly Ligh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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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둠	 에	 싸	 인	 밤	 에	 빛	 으	 로	 써	 이	 끄	 소	 서
	 2.	이	 전	 에	 기	 도	 하	 지	 않	 을	 때	 엔	 내	 맘	 대	 로
	 3.	주	 님	 의	 힘	 이	 오	 랫	 동	 안	 나	 를	 이	 끄	 시	 니

	 내	 갈	 길	 멀	 고	 밤	 은	 깊	 사	 오	 니	 인	 도	 하	 소	 서
	 내	 갈	 길	 택	 해	 보	 기	 즐	 겼	 으	 나	 인	 도	 하	 소	 서
	 이	 밤	 이	 다	 가	 천	 사	 미	 소	 하	 는	 아	 침	 까	 지	 —

	 내	 갈	 길	 모	 두	 보	 기	 원	 치	 않	 으	 니
	 교	 만	 이	 내	 뜻	 다	 스	 렸	 —	 으	 —	 나
	 거	 치	 른	 들	 늪	 절	 벽	 여	 울	 어	 디	 나

	 발	 앞	 에	 만	 비	 추	 어	 주	 옵	 소	 서
	 지	 난	 날	 을	 기	 억	 지	 마	 옵	 소	 서
	 인	 도	 하	 며	 비	 추	 어	 주	 옵	 소	 서



평화롭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Sweet Hour of Prayer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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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기	 도	 하	 는	 그	 시	 간	 세	 상	 근	 심	 에	 서
	 2.	내	 기	 도	 하	 는	 그	 시	 간	 당	 신	 의	 품	 안	 에

	 풀	 리	 네	 내	 모	 든	 소	 망	 주	 앞	 에	 낱
	 안	 기	 네	 믿	 음	 이	 충	 만	 할	 때	 에	 주

	 낱	 이	 주	 께	 고	 하	 네	 괴	 로	 울	 때	 나
	 축	 복	 언	 약	 하	 시	 네	 주	 님	 을	 찾	 고

	 슬	 플	 때	 내	 영	 혼	 위	 로	 받	 으	 며	 내
	 믿	 으	 라	 나	 에	 게	 명	 령	 했	 으	 니	 내



요한1서 5:3

시편 55:22

시편 55:16~17, 22

빌립보서 4:6~7

작사(영어): Philip Doddridge(1702~1751)
작곡: Hans Georg Nägeli(1773~1836), Lowell Mason(1792~1872) 편곡

작사(영어): William W. Walford(1772~1850) 개사

작곡: William B. Bradbury(1816~1868) 개작

부드럽게

관대한 그 계명
How Gentle God’s Commands (125)

81

	 기	 도	 하	 는	 은	 혜	 로	 모	 든	 유	 혹	 을	 이	 기	 네	 내
	 근	 심	 걱	 정	 맡	 기	 고	 기	 도	 로	 기	 다	 립	 니	 다	 내

	 기	 도	 하	 는	 은	 혜	 로	 모	 든	 유	 혹	 을	 이	 기	 네
	 근	 심	 걱	 정	 맡	 기	 고	 기	 도	 로	 기	 다	 립	 니	 다

	 1.	관	 대	 한	 그	 계	 명	 친	 절	 한	 그	 교	 훈	 주
	 2.	성	 도	 들	 안	 전	 히	 주	 님	 지	 키	 시	 네	 온
	 3.	무	 거	 운	 짐	 지	 고	 어	 찌	 수	 고	 하	 리	 하
	 4.	하	 나	 님	 선	 하	 심	 날	 마	 다	 계	 시	 니	 그

	 님	 —	 께	 짐	 —	 풀	 고	 영	 원	 한	 보	 호	 믿	 으	 라
	 자	 연	 주	 관	 —	 하	 는	 손	 길	 우	 리	 보	 호	 하	 리
	 나	 님	 아	 버	 —	 지	 께	 가	 면	 편	 히	 쉼	 얻	 으	 리
	 앞	 에	 내	 짐	 부	 리	 고	 기	 쁜	 노	 래	 를	 부	 르	 리



시편 147:1

앨마서 26:8

작사(영어): George Manwaring(1854~1889)
작곡: Ebenezer Beesley(1840~1906)

경건하게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
Sing We Now at Parting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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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	 어	 지	 며	 찬	 송	 하	 나	 더	 하	 —	 세
	 2.	그	 의	 자	 비	 하	 심	 사	 랑	 찬	 송	 하	 세
	 3.	구	 속	 주	 예	 수	 님	 찬	 송	 들	 으	 시	 네

	 하	 늘	 아	 버	 지	 께	 즐	 거	 운	 노	 래
	 무	 수	 한	 그	 축	 복	 주	 찬	 양	 하	 세
	 우	 리	 엎	 드	 리	 면	 귀	 기	 울	 이	 네

	 사	 랑	 과	 보	 호	 하	 심	 감	 사	 의	 찬	 송
	 행	 복	 한	 노	 랫	 소	 리	 길	 게	 울	 려	 라
	 주	 여	 우	 릴	 악	 에	 서	 구	 해	 주	 소	 서

	 안	 식	 일	 의	 하	 —	 늘	 에	 울	 리	 게	 하	 세
	 당	 신	 홀	 로	 기	 쁜	 찬	 송	 합	 당	 합	 니	 다
	 기	 쁘	 게	 당	 신	 께	 봉	 사	 하	 게	 하	 소	 서



시편 29:11

요한복음 14:27

작사(영어): Angus S. Hibbard(1860~1945)
작곡: Friedrich F. Flemming(1778~1813),  

Edwin P. Parker(1836~1925) 편곡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 충만한 하늘 아버지여
Father in Heaven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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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랑	 충	 만	 한	 하	 늘	 아	 버	 지	 여	 당	 신	 아
	 2.	비	 할	 수	 없	 는	 화	 평	 주	 시	 오	 며	 실	 망	 한
	 3.	구	 원	 만	 있	 는	 화	 평	 의	 나	 라	 를	 강	 하	 게

	 들	 —	 의	 기	 도	들	 으	 소	 서	 영	 원	 한	 평	 화
	 자	 에	 게	 희	 망	주	 시	 오	 며	 믿	 음	 을	 더	 욱
	 하	 —	 신	 조	 상	의	 하	 나	 님	 세	 상	 이	 모	 두

	 우	 리	 에	 게	 주	 시	 니	 감	 사	 찬	 송	 하	 세
	 굳	 게	 하	 렵	 니	 —	 다	 굳	 게	 하	 렵	 니	 다
	 번	 영	 하	 게	 하	 소	 서	 번	 영	 케	 하	 소	 서



디모데후서 1:7

교리와 성약 6:36~37

작사(영어): Naomi W. Randall(1908~2001). © 1985 IRI
작곡: Stephen M. Jones(1960년생). © 1985 IRI

고요하게

신앙의 인내 있을 때
When Faith Endure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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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앙	 의	 인	 내	 있	 을	 때	 두	 려	 워	 하	 지

	 않	 으	 며	 마	 음	 의	 평	 화	 찾	 도	 록	 주

	 항	 상	 도	 와	 주	 시	 네	 신	 앙	 갖	 고	 서

	 겸	 손	 히	 아	 버	 지	 께	 기	 도	 하	 면	 주

	 의	 영	 이	 인	 도	 하	 며	 두	 려	 움	 이	 사	 라	 지	 네



교리와 성약 112:10

이더서 12:27

작사(영어) 및 작곡: Grietje Terburg Rowley(1927년생).  
© 1985 IRI

고요하게

약한 자여 겸손하라
Be Thou Humble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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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한	 자	 여	 겸	 손	 하	 라	 주	 가	 인	 도	 하	 여	 주	 리
	 2.	부	 름	 받	 고	 겸	 손	 하	 라	 주	 가	 가	 르	 쳐	 주	 시	 리

	 간	 절	 한	 네	 기	 도	 에	 응	 답	 하	 여	 주	 시	 리
	 기	 쁘	 게	 봉	 사	 하	 는	 바	 른	 길	 보	 이	 시	 리

	 겸	 손	 하	 게	 간	 구	 하	 면	 주	 가	 축	 복	 하	 여	 주	 리
	 사	 랑	 으	 로	 겸	 손	 하	 면	 주	 가	 영	 접	 하	 여	 주	 리

	 주	 축	 복	 하	 여	 주	 사	 돌	 아	 보	 아	 주	 시	 리
	 영	 원	 히	 거	 할	 집	 에	 영	 접	 하	 여	 주	 시	 리



앨마서 38:9

시편 48:14

작사(영어) 및 작곡: Orson Pratt Huish(1851~1932)

열렬하게

참되신 구주여
Guide Me to The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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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되	 신	 구	 주	 여	 이	 끄	 소	 서
	 2.	괴	 로	 운	 세	 상	 을	 이	 끄	 소	 서
	 3.	고	 통	 과	 죄	 에	 서	 이	 끄	 소	 서
	 4.	죽	 음	 가	 까	 울	 때	 이	 끄	 소	 서

	 당	 신	 뜻	 행	 하	 게	 인	 도	 하	 소	 서
	 더	 나	 은	 생	 활	 을	 가	 르	 치	 소	 서
	 눈	 물	 이	 흐	 를	 때	 위	 로	 하	 소	 서
	 두	 려	 워	 떨	 때	 에	 인	 도	 하	 소	 서

	 어	 두	 운	 저	 녁	 과	 밝	 은	 아	 침	 에	 도
	 구	 속	 의	 능	 력	 이	 늘	 함	 께	 하	 소	 서
	 희	 망	 사	 라	 지	 고	 기	 쁨	 없	 어	 질	 때
	 당	 신	 자	 비	 사	 랑	 증	 거	 케	 하	 시	 고

	 등	 대	 빛	 되	 셔	 서	 인	 도	 하	 소	 서
	 안	 전	 한	 탑	 되	 사	 지	 켜	 주	 소	 서
	 당	 신	 영	 광	 으	 로	 인	 도	 하	 소	 서
	 하	 늘	 아	 버	 지	 께	 인	 도	 하	 소	 서



앨마서 36:3

히브리서 12:1~3

작사(영어): Joseph Fielding Smith(1876~1972)
작곡: George D. Pyper(1860~1943)

부드럽게

가시밭 험한 길
Does the Journey Seem Long?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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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시	 밭	 험	 한	 길	 찌	 는	 더	 위	 중	 에	 저	 높
	 2.	근	 심	 의	 짐	 져	 서	 맘	 에	 약	 함	 절	 망	 영	 혼
	 3.	맘	 의	 고	 통	 으	 로	 네	 가	 슴	 아	 플	 때	 이	 제
	 4.	너	 의	 여	 행	 이	 제	 시	 작	 되	 어	 가	 니	 네	 마

	 은	 곳	 오	 르	 려	 할	 때	 있	 는	 힘	 다	 해	 야	 도	 달
	 모	 두	 피	 곤	 해	 질	 때	 네	 가	 진	 그	 짐	 은	 너	 무
	 까	 지	 걸	 은	 저	 아	 래	 골	 짜	 기	 내	 려	 다	 보	 고
	 음	 에	 낙	 담	 말	 아	 라	 오	 라	 손	 짓	 하	 는	 우	 리

	 되	 는	 저	 곳	 여	 행	 길	 게	 생	 각	 되	 느	 냐
	 무	 거	 웁	 고	 도	 움	 없	 다	 생	 각	 되	 느	 냐
	 한	 숨	 지	 며	 되	 돌	 아	 가	 기	 원	 하	 느	 냐
	 주	 계	 시	 니	 위	 를	 보	 고	 기	 뻐	 하	 여	 라



즐겁게

성도들아 큰 시험이 닥쳐와도
Though Deepening Trial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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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	 도	 들	 아	 큰	 시	 험	 이	 닥	 쳐	 와
	 2.	세	 상	 모	 든	 환	 난	 질	 고	 너	 기	 다
	 3.	하	 나	 님	 을	 찬	 양	 하	 라	 언	 제	 든

	 도	 전	 진	 하	 세	 부	 활	 하	 는	 큰
	 려	 길	 막	 으	 나	 그	 리	 스	 도	 영
	 지	 기	 뻐	 하	 라	 네	 게	 고	 난	 몰

	 날	 이	 이	 르	 면	 주	 의	 생	 명	 또	 진	 리
	 화	 —	 롭	 —	 게	 나	 타	 날	 때	 멀	 지	 않
	 아	 —	 쳐	 —	 도	 그	 리	 스	 도	 내	 안	 에

	 는	 온	 세	 상	 에	 전	 해	 지	 리
	 네	 주	 오	 실	 때	 멀	 지	 않	 네
	 서	 평	 안	 하	 라	 말	 씀	 하	 네



앨마서 34:27

앨마서 37:37

교리와 성약 58:2~4

요한복음 16:33

작사(영어): John Ellerton(1826~1893)
작곡: Tracy Y. Cannon(1879~1961). © 1948 IRI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George Careless(1839~1932)

4. 우리 권리 억압되고
 원수들이 괴롭히나
 여호와는 맺은 약속
 버리지 아니하시리
 버리지 아니하시리

5. 주의 사업 크게 자라
 위대한 뜻 펼쳐지네
 하나님의 왕국이여
 작은 돌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메우리

6. 모든 것이 헛되다고
 사탄이 외칠지나
 하나님과 선지자의
 옛 말씀이 분명하네
 옛 말씀이 분명하네

7. 거룩하신 그 이름에
 온 영광을 돌리리라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
 전하시고 증거하네
 전하시고 증거하네

열렬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에
The Lord Be with U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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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	 으	 로	 돌	 아	 갈	 때	 에	 주	 함	 께	 하	 소	 서
	 2.	안	 식	 의	 밤	 되	 기	 까	 지	 주	 함	 께	 하	 소	 서
	 3.	고	 요	 히	 잠	 든	 동	 안	 도	 주	 함	 께	 하	 소	 서

	 명	 상	 이	 나	 기	 도	 로	 써	 우	 리	 들	 마	 음	 이
	 모	 든	 사	 람	 의	 마	 음	 에	 참	 빛	 이	 되	 시	 고
	 가	 정	 을	 지	 켜	 주	 시	 고	 인	 도	 해	 주	 소	 서

	 언	 제	 나	 하	 나	 님	 가	 까	 이	 가	 게	 하	 소	 서
	 모	 든	 가	 정	 의	 손	 님	 으	 로	 오	 시	 옵	 소	 서
	 새	 힘	 과	 용	 기	 갖	 도	 록	 보	 호	 하	 옵	 소	 서



모사이야서 5:2

누가복음 24:32(13~35)

작사(영어): Frank I. Kooyman(1880~1963). © 1948 IRI
작곡: Alexander Schreiner(1901~1987). © 1948 IRI

열렬하게

주여 내 영 감동하사
Thy Spirit, Lord, Has Stirred Our Souls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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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여	 내	 영	 감	 동	 하	 사	 우	 리	 의
	 2.	우	 리	 맘	 이	 뜨	 거	 웠	 다	 엠	 마	 오

	 거	 룩	 한	 목	 표	 새	 롭	 게	 보	 게	 하	 소
	 두	 제	 자	 느	 껴	 주	 함	 께	 함	 깨	 달	 았

	 서	 시	 내	 산	 불	 길	 없	 이	 도	 주	 함	 께
	 네	 주	 여	 우	 리	 언	 행	 심	 사	 지	 키	 시

	 함	 보	 이	 시	 니	 늘	 저	 와	 함	 께	 하	 소	 서
	 사	 의	 무	 의	 길	 똑	 바	 로	 가	 게	 하	 소	 서



신명기 32:2

이사야 55:10~11

작사(영어): Thomas Kelly(1769~1854)
작곡: Joseph J. Daynes(1851~1920)

진지하게

푸른 풀에 소리 없이
As the Dew from Heaven Distilling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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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	 른	 풀	 에	 소	 리	 없	 이	 하	 늘
	 2.	은	 혜	 로	 운	 교	 훈	 주	 사	 하	 늘
	 3.	주	 여	 모	 임	 살	 피	 셔	 서	 귀	 한
	 4.	우	 리	 외	 침	 들	 으	 셔	 서	 주	 의

	 에	 서	 이	 슬	 내	릴	 때	 시	 들	 은	 풀
	 에	 서	 축	 복	 하	소	 서	 당	 신	 사	 랑
	 언	 약	 이	 룩	 하	소	 서	 거	 룩	 한	 주
	 영	 을	 보	 내	 주	소	 서	 온	 백	 성	 은

	 소	 생	 하	 니	 귀	 하	 여	 라	 그	 섭	 리
	 행	 하	 기	 에	 합	 당	 하	 게	 하	 소	 서
	 처	 소	 에	 서	 생	 명	 이	 슬	 주	 소	 서
	 경	 배	 하	 고	 기	 쁜	 소	 리	 외	 치	 리



앨마서 37:36~37

교리와 성약 19:23, 38

작사(영어) 및 작곡: Lorin F. Wheelwright(1909~1987).  
© 1958, 1985 Lorin F. Wheelwright.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열렬하게

오 내 영혼 가슴 깊은 말
Oh, May My Soul Commune with The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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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내	 영	 혼	 가	 슴	 깊	 은	 말	 들	 어	 주	 시	 고
	 2.	오	 주	 님	 께	 경	 배	 할	 때	 고	 요	 하	 고	 작	 은
	 3.	주	 와	 함	 께	 하	 는	 시	 간	 날	 인	 도	 하	 셔	 서
	 4.	주	 님	 사	 랑	 함	 께	 하	 여	 고	 통	 씻	 어	 주	 고

	 고	 통	 중	 에	 주	 님	 평	 안	 나	 찾	 게	 하	 소	 서
	 주	 님	 음	 성	 귀	 기	 울	 여	 따	 르	 게	 하	 소	 서
	 주	 님	 의	 영	 과	 뜻	 과	 길	 찾	 게	 이	 끄	 소	 서
	 오	 거	 룩	 한	 평	 안	 찾	 게	 나	 도	 와	 주	 소	 서



교리와 성약 59:8~12

이사야 1:16~18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Thomas C. Griggs(1845~1903)

경배하는 마음으로

불러라 고요히 성가
Gently Raise the Sacred Strain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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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	 러	 라	 고	 요	 히	 성	 가	 안	 식	 일	 다	 시
	 2.	싸	 움	 없	 는	 거	 룩	 한	 날	 우	 리	 영	 생	 —
	 3.	노	 래	 해	 즐	 거	 —	 웁	 게	 찢	 긴	 은	 사	 —
	 4.	거	 룩	 거	 룩	 하	 —	 신	 주	 주	 의	 말	 씀	 —

	 와	 서	 편	 히	 쉬	 리	 니	 편	 히	 쉬	 리	 니
	 구	 하	 세	 그	 귀	 한	 상	 그	 —	 귀	 한	 상
	 의	 빵	 우	 리	 돌	 릴	 때	 우	 리	 돌	 릴	 때
	 귀	 하	 니	 회	 개	 하	 고	 생	 —	 활	 하	 라

	 돌	 —	 려	 라	 감	 사	 우	 리	 하	나	 님	 축	 복
	 성	 찬	 참	 례	 하	 여	 주	 의	 겪	으	 신	 고	 통
	 달	 게	 받	 은	 희	 생	 오	 —	 귀	하	 다	 베	 푼
	 비	 록	 너	 희	 죄	 가	 붉	 을	 지	라	 도	 용	 서

	 하	 시	 니	 축	 복	 해	 주	 시	 나	 니
	 기	 억	 해	 주	 의	 고	 통	 기	 억	 해
	 그	 은	 혜	 베	 푼	 그	 귀	 한	 은	 혜
	 하	 시	 리	 주	 님	 용	 서	 하	 시	 리



95

이사야 26:3~4

시편 145:8~9, 14~21

작사(영어) 및 작곡: H. R. Palmer(1834~1907)

사랑하는 구속주여
Precious Savior, Dear Redeemer (103)

경건하게

	 1.	사	 랑	 하	 는	 구	 속	 주	 여	 복	 음	 전	 파	 되	 오	 니
	 2.	사	 랑	 하	 는	 구	 속	 주	 여	 우	 리	 연	 약	 하	 오	 나
	 3.	사	 랑	 하	 는	 구	 속	 주	 여	 상	 한	 맘	 돌	 아	 보	 사

	 뜨	 거	 웁	 고	 순	 결	 한	 영	 우	 리	 맘	 에	 임	 하	 여
	 주	 의	 능	 력	 크	 시	 오	 니	 유	 혹	 면	 케	 하	 소	 서
	 슬	 픔	 거	 둬	 없	 애	 주	 고	 눈	 물	 닦	 아	 주	 소	 서

	 감	 화	 시	 켜	 회	 개	 하	 여	 죄	 짐	 벗	 게	 하	 소	 서
	 주	 의	 사	 랑	 우	 리	 지	 켜	 주	 따	 르	 게	 하	 소	 서
	 말	 씀	 으	 로	 노	 한	 풍	 랑	 잔	 잔	 하	 게	 하	 시	 고

	 사	 랑	 하	 는	 구	 속	 주	 여	 함	 께	 하	 여	 주	 소	 서
	 사	 랑	 하	 는	 구	 속	 주	 여	 떠	 나	 가	 지	 마	 소	 서
	 사	 랑	 하	 는	 구	 속	 주	 여	 평	 화	 허	 락	 하	 소	 서



교리와 성약 88:63

창세기 28:10~22

작사(영어): Sarah F. Adams(1805~1848)
작곡: Lowell Mason(1792~1872)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5. 기쁘게 하늘로 내 날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으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부드럽게

96

	 1.	내	 주	 를	 가	 까	 이	 하	 려	 함	 은
	 2.	해	 진	 후	 저	 녁	 에	 나	 그	 네	 로
	 3.	하	 늘	 에	 오	 를	 길	 나	 타	 나	 니

	 십	 자	 가	 짐	 같	 은	 고	 난	 이	 나
	 돌	 베	 개	 베	 고	 서	 잠	 들	 어	 도
	 모	 든	 것	 하	 나	 님	 자	 비	 시	 네

	 내	 일	 생	 소	 원	 은	 늘	 찬	 송	 하	 면	 서
	 꿈	 속	 에	 소	 원	 은	 늘	 찬	 송	 하	 면	 서
	 천	 사	 날	 부	 르	 니	 늘	 찬	 송	 하	 면	 서

	 주	 께	 더	 나	 가	 기	 원	 합	 니	 다
	 주	 께	 더	 나	 가	 기	 원	 합	 니	 다
	 주	 께	 더	 나	 가	 기	 원	 합	 니	 다

내 주를 가까이
Nearer, My God, to Thee (100)



니파이후서 4:16~35

시편 143:1

작사(영어): Annie S. Hawks(1835~1918)
작곡: Robert Lowry(1826~1899)

	 1.	늘	 함	 께	 하	 소	 서	 은	 혜	 로	 우	 신	 주
	 2.	늘	 함	 께	 하	 소	 서	 곁	 에	 머	 무	 소	 서
	 3.	늘	 함	 께	 하	 소	 서	 기	 쁘	 나	 슬	 프	 나
	 4.	늘	 함	 께	 하	 소	 서	 거	 룩	 —	 하	 신	 주

	 주	 님	 음	 성	 처	 럼	 친	 절	 함	 또	 없	 네
	 주	 곁	 에	 계	 시	 면	 유	 혹	 을	 이	 기	 네
	 계	 시	 지	 않	 으	 면	 내	 생	 애	 헛	 되	 네
	 당	 신	 의	 아	 들	 로	 삼	 으	 시	 옵	 소	 서

	 언	 제	 나	 나	 의	 주	 여	 함	 께	 하	 옵	 소	 서

	 오	 주	 께	 나	 가	 오	 니	 복	 주	 옵	 소	 서

열렬하게

늘 함께 하소서
I Need Thee Every Hour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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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3편

이사야 40:11

작사(영어): Joseph Addison(1672~1719)
작곡: Dmitri Bortniansky(1751~1825)

	 서	 먹	 이	 시	 며	 내	 부	 족	 채	 워	 주	 시	 고	 날
	 허	 덕	 일	 때	 에	 내	 피	 곤	 한	 발	 걸	 음	 을	 주

	 1.	주	 는	 내	 목	 자	 되	 시	 어	 풀	 밭	 에
	 2.	거	 칠	 고	 마	 른	 땅	 에	 서	 목	 말	 라

	 인	 도	 하	 여	 주	 시	 네	 밝	 은	 날	 에	 는
	 님	 은	 인	 도	 하	 시	 네	 평	 화	 스	 러	 운

	 인	 도	 하	 고	 고	 요	 한	 밤	 엔	 보	 호	 하	 시	 네
	 강	 으	 로	 —	 시	 원	 한	 물	 마	 시	 게	 하	 시	 네

부드럽게

주는 내 목자 되시어
The Lord My Pasture Will Prepar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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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3편

이사야 26:3~4

작사(영어): James Montgomery(1771~1854), 시편 23편 근거

작곡: Thomas Koschat(1845~1914)

	 1.	주	 님	 은	 내	 목	 자	 니	 내	 부	 족	 없	 네	 날
	 2.	내	 가	 사	 망	 골	 짝	 에	 헤	 맬	 지	 라	 도	 주
	 3.	환	 난	 가	 운	 데	 에	 서	 식	 탁	 을	 펴	 니	 무

	 푸	 른	 풀	 밭	 에	 눕	 게	 하	 시	 며	 잔	 잔	 한	 물
	 보	 호	 하	 시	 니	 나	 두	 렴	 없	 네	 당	 신	 의	 지
	 한	 한	 축	 복	 에	 내	 넘	 치	 는	 잔	 향	 료	 와	 기

	 가	 로	 인	 도	 하	 시	 며	 붙	 들	 어	 주	 시	 고	 구
	 팡	 이	 내	 지	 주	 이	 니	 보	 혜	 사	 계	 시	 니	 해
	 름	 을	 부	 어	 주	 시	 니	 오	 귀	 한	 그	 섭	 리	 뭘

	 해	 주	 시	 네	 붙	 들	 어	 주	 시	 고	 구	 해	 주	 시	 네
	 할	 자	 없	 네	 보	 혜	 사	 계	 시	 니	 해	 할	 자	 없	 네
	 더	 원	 하	 리	 오	 귀	 한	 그	 섭	 리	 뭘	 더	 원	 하	 리

평화롭게

주님은 내 목자니
The Lord Is My Shepherd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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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님	 앞	 에	 머	 리	 숙	 여	 귀	 한	 말
	 2.	오	 내	 주	 여	 나	 의	 눈	 에	 기	 름	 부
	 3.	나	 의	 영	 혼	 보	 살	 피	 사	 버	 리	 지

	 씀	 감	 사	 하	 네	 당	 신	 의	 영
	 어	 주	 옵	 소	 서	 내	 맘	 상	 해
	 는	 마	 옵	 소	 서	 세	 상	 장	 애

	 심	 금	 치	 면	 내	 영	 떨	 려	 노	 래	 하	 네
	 눈	 물	 질	 때	 잊	 지	 않	 게	 도	 우	 소	 서
	 부	 수	 시	 고	 나	 의	 영	 혼	 받	 으	 소	 서

	 영	 심	 금	 치	 면	 내	 영	 떨	 려	 노	 래	 하	 네

	 귀	 한	 말	 씀	 감	 사	 하	 네	 당	 신	 의

	 1.	주	 님	 앞	 에	 머	 리	 숙	 여

	 즐	 거	 운	 말	 씀	 나	 들	 으	 오	 니	 주	 여	 날
	 세	 상	 을	 이	 길	 수	 있	 는	 그	 빛	 내	 영	 에
	 내	 친	 구	 더	 불	 어	 지	 내	 려	 고	 이	 제	 곧

평화롭게

경쾌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Before Thee, Lord, I Bow My Head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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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3:24

앨마서 37:37

시편 119:103~105

교리와 성약 97:8~9

작사(영어): Sabine Baring-Gould(1834~1924)
작곡: Joseph Barnby(1838~1896)

작사(영어) 및 작곡: Joseph H. Dean(1855~1947)

	 인	 도	 해	 주	 옵	 소	 서	 인	 내	 로	 써
	 가	 득	 히	 채	 우	 소	 서	 종	 말	 에	 는
	 나	 가	 려	 하	 옵	 나	 니	 사	 랑	 안	 에

	 내	 일	 다	 해	 그	 말	 씀	 과	 하	 나	 되	 리
	 승	 영	 하	 여	 주	 와	 함	 께	 편	 히	 쉬	 리
	 나	 살	 도	 록	 인	 도	 하	 여	 주	 옵	 소	 서

	 1.	이	 제	 날	 저	 물	 어	 밤	 이	 가	 까	 워
	 2.	오	 늘	 의	 노	 고	 를	 잊	 게	 하	 시	 며

	 어	 둠	 의	 그	 림	 자	 하	 늘	 가	 리	 네
	 주	 의	 축	 복	 으	 로	 자	 게	 하	 소	 서

고요하게

본래 빠르기

이제 날 저물어
Now the Day is Over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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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내	 로

	 써	 내	 일	 다	 해	 그	 말	 씀	 과



누가복음 24:29

요한복음 15:4~12

작사(영어): Henry F. Lyte(1793~1847)
작곡: William H. Monk(1823~1889)

	 1.	저	 녁	 닥	 쳐	 와	 어	 두	 워	 오	 니	 주	 여	 이
	 2.	짧	 은	 하	 루	 의	 끝	 이	 벌	 써	 와	 세	 상	 의
	 3.	언	 제	 나	 당	 신	 임	 재	 하	 소	 서	 그	 외	 에

	 몸	 과	 함	 께	 하	 소	 서	 도	 움	 과	 위	 안	 모	 두
	 기	 쁨	 희	 미	 해	 지	 고	 주	 위	 가	 온	 통	 썩	 고
	 뭣	 이	 유	 혹	 꺾	 으	 며	 그	 누	 가	 나	 를	 인	 도

	 없	 을	 때	 주	 님	 의	 도	 움	 함	 께	 하	 소	 서
	 변	 할	 때	 불	 변	 의	 당	 신	 함	 께	 하	 소	 서
	 하	 리	 까	 개	 나	 흐	 리	 나	 함	 께	 하	 소	 서

	 낮	 의	 빛	 이	 말	 없	 이	 내	 앞	 에	 서	 사	 라	 져

경건하게

고요하게

저녁 닥쳐와
Abide with Me! (166)

낮의 빛이 말없이
Softly Now the Light of Day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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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루	 노	 고	 잊	 고	 서	 주	 와	 교	 통	 합	 니	 다

	 1.	예	 수	 님	 생	 각	 하	 오	 니	 내	 마	 음	 기	 쁘	 네
	 2.	주	 님	 의	 복	 된	 그	 이	 름	 보	 다	 도	 기	 쁜	 것
	 3.	오	 회	 개	 한	 자	 의	 소	 망	 온	 유	 한	 자	 의	 벗
	 4.	예	 수	 만	 이	 우	 리	 기	 쁨	 우	 리	 상	 되	 시	 니

	 당	 신	 과	 함	 께	 거	 하	 면	 더	 욱	 더	 기	 쁘	 리
	 노	 래	 로	 도	 표	 현	 못	 할	 온	 인	 류	 의	 구	 주
	 타	 락	 한	 자	 에	 친	 절	 코	 선	 하	 시	 나	 이	 다
	 영	 원	 히	 영	 광	 당	 신	 께	 있	 사	 옵	 나	 이	 다

시편 104:34

이노스서 1:27

시편 55:16~17

앨마서 37:37

작사(영어): Bernard of Clairvaux(1091~1153년경) 추정, 

Edward Caswall(1814~1878) 역
작곡: John B. Dykes(1823~1876)

작사(영어): George W. Doane(1799~1859)
작곡: Carl Maria von Weber(1786~1826),  

Henry Greatorix(1813~1858) 편곡

경건하게

예수님 생각하오니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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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20:77, 79

이사야 53:2~5

작사(영어): William W. Phelps(1792~1872).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Felix Mendelssohn(1809~1847)

	 1.	하	 늘	 중	 에	 사	 시	 는	 하	 나	 님	 아	 버	 지
	 2.	우	 리	 죄	 위	 하	 여	 서	 살	 과	 피	 바	 치	 신
	 3.	우	 리	 모	 든	 영	 혼	 을	 거	 두	 어	 주	 시	 려
	 4.	육	 신	 입	 으	 신	 주	 님	 무	 한	 한	 그	 지	 혜

	 주	 이	 름	 에	 비	 오	 니	 우	 리	 순	 결	 하	 면
	 사	 람	 들	 잘	 모	 르	 는	 그	 거	 룩	 한	 제	 물
	 예	 수	 님	 하	 강	 하	 여	 죗	 값	 치	 렀	 을	 때
	 거	 룩	 한	 구	 원	 계	 획	 완	 전	 케	 하	 셨	 네

	 이	 귀	 한	 빵	 과	 잔	 을	 축	 복	 해	 주	 셔	 서
	 독	 생	 자	 받	 은	 고	 통	 우	 리	 증	 거	 하	 고
	 인	 간	 이	 구	 하	 였	 던	 미	 의	 모	 양	 없	 고
	 그	 의	 몸	 을	 낮	 추	 어	 인	 간	 이	 되	 셔	 서

	 바	 치	 신	 귀	 한	 제	 물	 기	 억	 게	 하	 소	 서
	 주	 의	 영	 항	 상	 가	 져	 우	 리	 맘	 고	 치	 리
	 불	 갖	 고	 올	 언	 약	 의	 구	 주	 시	 었	 다	 네
	 죽	 지	 않	 으	 셨	 으	 면	 모	 든	 것	 헛	 되	 리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늘 중에 사시는 하나님
O God, the Eternal Father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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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20:40

앨마서 5:19, 21

작사(영어): John Nicholson(1839~1909)
작곡: Alexander Schreiner(1901~1987). © 1948 IRI
Tune name:  AEOLIAN

	 우	 리	 나	 눌	 때	 주	 기	 억	 하	 게
	 피	 흘	 리	 시	 고	 무	 서	 운	 어	 둠
	 깨	 뜨	 리	 시	 고	 온	 전	 히	 의	 를
	 부	 활	 하	 셨	 네	 죽	 음	 과	 고	 통

	 1.	주	 이	 름	 으	 로	 상	 징	 물	 모	 여	 서
	 2.	갈	 보	 리	 십	 자	 가	 에	 서	 나	 위	 해
	 3.	예	 수	 님	 돌	 아	 가	 셔	 서	 율	 법	 을
	 4.	그	 러	 나	 무	 덤	 깨	 치	 사	 승	 리	 로

	 하	 옵	 시	 고	 맘	 과	 손	 정	 케	 하	 소	 서
	 내	 어	 쫓	 고	 이	 세	 상	 운	 명	 바	 꿨	 네
	 이	 루	 셔	 서	 죽	 음	 의	 종	 없	 게	 했	 네
	 벗	 어	 난	 자	 주	 와	 함	 께	 다	 스	 리	 리

열렬하게

주 이름으로 상징물
While of These Emblems We Partak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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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서 4:1~2

앨마서 42:14~15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Thomas McIntyre(1833~1914)
1, 2, 5절 및 6절은 특히 성찬식에 어울림.

5. 찢긴 살 기억하오며
 성찬을 드오니
 주님 믿는 우리 신앙
 새롭게 하소서

6.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

	 1.	하	 나	 님	 지	 혜	 와	 사	 랑	 크
	 2.	귀	 한	 피	 흘	 리	 시	 어	 서	 생
	 3.	끝	 까	 지	 순	 종	 하	 시	 어	 영
	 4.	생	 명	 과	 빛	 영	 원	 한	 곳	 하

	 고	 넓	 으	 셔	 서	 구	 주	 를	 보	 내
	 명	 버	 리	 시	 니	 죄	 인	 위	 한	 돌
	 광	 얻	 으	 시	 니	 하	 나	 님	 뜻	 이
	 나	 님	 계	 신	 곳	 우	 리	 인	 도	 하

	 시	 어	 서	 수	 난	 케	 하	 셨	 네
	 아	 가	 심	 세	 상	 구	 하	 셨	 네
	 루	 기	 를	 기	 도	 하	 시	 었	 네
	 시	 려	 고	 길	 예	 비	 하	 셨	 네

고요하게

하나님 지혜와 사랑
How Great the Wisdom and the Love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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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20:75

교리와 성약 19:18~19

작사(영어): Frank I. Kooyman(1880~1963). © 1948 IRI
작곡: Alexander Schreiner(1901~1987). © 1948 IRI

	 1.	십	 자	 가	 에	 달	 리	 신	 주	 생
	 2.	겟	 세	 마	 네	 동	 산	 에	 서	 두
	 3.	찢	 기	 신	 살	 흘	 리	 신	 피	 만
	 4.	아	 버	 지	 여	 이	 성	 찬	 을	 먹

	 각	 하	 려	 모	 였	 으	 니	 주	 의	 영	 함	 께
	 렴	 없	 이	 쓴	 잔	 들	 고	 갈	 보	 리	 십	 자
	 인	 위	 한	 대	 속	 제	 물	 빵	 과	 물	 우	 리
	 고	 마	 시	 는	 자	 마	 다	 성	 결	 케	 하	 여

	 하	 셔	 서	 그	 사	 랑	 알	 게	 하	 소	 서
	 가	 위	 에	 우	 리	 위	 해	 달	 리	 셨	 네
	 드	 오	 니	 우	 리	 죄	 사	 해	 주	 소	 서
	 주	 시	 고	 주	 님	 함	 께	 하	 옵	 소	 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In Memory of the Crucified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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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3:16~17

교리와 성약 34:3

작사(영어): Edward P. Kimball(1882~1937)
작곡: Alexander Schreiner(1901~1987). © 1948 IRI

4. 주 바라시는 내 언행
 주 뜻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지시 따라서
 배우게 하여 주소서

5. 나 위해 흘린 피와 살
 상징하는 이 성찬을
 들 때마다 나의 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1.	우	 리	 를	 사	 랑	 하	 셔	 서	 아	 들	 을	 세	 상
	 2.	하	 나	 님	 아	 들	 이	 지	 만	 인	 간	 으	 로	 태
	 3.	날	 속	 죄	 해	 준	 그	 사	 랑	 거	 룩	 한	 사	 랑

	 보	 내	 어	 하	 늘	 로	 가	 는	 유	 일	 한
	 어	 나	 서	 무	 죄	 한	 그	 의	 피	 흘	 —
	 크	 시	 며	 빛	 나	 고	 영	 화	 로	 우	 —

	 길	 몸	 소	 걸	 어	 보	 이	 셨	 —	 네
	 려	 율	 법	 을	 온	 전	 케	 하	 셨	 네
	 니	 내	 감	 히	 감	 당	 못	 하	 —	 네

위엄 있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God Loved Us, So He Sent His Son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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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7:35, 45, 51, 28:5~6

모사이야서 3:7~10

작사(영어): Isaac Watts(1674~1748) 개사.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George Careless(1839~1932)

	 1.	위	 대	 한	 주	 돌	 아	 가	 셨	으	 니	 이스	 라	 엘	 딸
	 2.	오	 라	 성	 도	 네	 죄	 짐	 지	시	 고	 신	 음	 하	 신
	 3.	한	 량	 없	 는	 사	 랑	 슬	 픔	으	 로	 영	 광	 의	 주
	 4.	무	 덤	 헐	 어	 일	 어	 나	 신	예	 수	 군	 병	 들	 헛

	 들	 이	 곁	 에	 서	 울	었	 네	 캄	 캄	 한	 어	 둠
	 주	 위	 해	 눈	 물	 흘	려	 라	 그	 는	 너	 위	 해
	 너	 위	 해	 돌	 아	 가	셨	 네	 그	 러	 나	 기	 쁜
	 되	 이	 무	 덤	 을	 지	켰	 네	 천	 군	 천	 사	 들

	 하	 늘	 덮	 고	 갑	 자	 기	 지	 진	 땅	 을	 흔	 들	 었	 네
	 그	 귀	 한	 피	 그	 귀	 —	 한	 피	 흘	 —	 리	 —	 셨	 네
	 소	 리	 들	 려	 죽	 으	 —	 신	 주	 부	 —	 활	 —	 했	 네
	 주	 지	 키	 며	 소	 리	 —	 높	 이	 환	 —	 영	 —	 하	 네

열렬하게

위대한 주 돌아가셨으니
He Died! The Great Redeemer Died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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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수	 께	 서	 베	 푸	 신	 사	 랑	 에	 놀	 라	며
	 2.	주	 거	 룩	 한	 보	 좌	 를	 버	 리	 고	 내	 려	와
	 3.	죗	 값	 인	 해	 못	 박	 혀	 피	 흘	 리	 셨	 으	니

	 주	 내	 리	 신	 큰	 은	 혜	 에	 나	 당	 황	 하	 네
	 나	 와	 같	 이	 오	 만	 한	 영	 혼	 을	 살	 리	 려
	 그	 자	 비	 사	 랑	 헌	 신	 내	 어	 찌	 잊	 으	 리

	 이	 죄	 인	 위	 하	 여	 십	 자	 가	 에	 달	 리	 신
	 주	 하	 나	 님	 넓	 으	 신	 사	 랑	 을	 베	 푸	 사
	 영	 화	 로	 운	 보	 좌	 에	 무	 릎	 꿇	 때	 까	 지

	 그	 큰	 사	 실	 을	 알	 때	 맘	 심	 히	 떨	 리	 네
	 속	 죄	 하	 고	 정	 결	 케	 하	 여	 주	 시	 었	 네
	 경	 배	 하	 고	 찬	 양	 을	 주	 님	 께	 드	 리	 세

생각 깊게

이중창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I Stand All Amazed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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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9:16~20

히브리서 13:12

모사이야서 3:5~8

요한복음 15:13

작사(영어): Cecil Frances Alexander(1818~1895)
작곡: John H. Gower(1855~1922)

작사(영어) 및 작곡: Charles H. Gabriel(1856~1932)

	 오	 나	 를	 사	 랑	 하	 여	 죽	 으	 신	 그	 일	 놀	 라	 운

	 일	 일	 세	 주	 님	 의	 업	 적	 은	 훌	 륭	 하	 셔	 라

	 1.	저	 멀	 리	 예	 루	 살	 렘	 성	 푸	 른	 언	 덕	 위	 에
	 2.	주	 께	 서	 당	 하	 신	 고	 통	 다	 알	 수	 없	 으	 나
	 3.	다	 른	 것	 으	 로	 죗	 값	 을	 갚	 을	 길	 없	 으	 니
	 4.	지	 극	 히	 날	 사	 랑	 하	 니	 나	 도	 사	 랑	 하	 고

	 우	 리	 구	 하	 려	 십	 자	 가	 주	 돌	 아	 가	 셨	 네
	 우	 리	 위	 해	 달	 리	 시	 고	 수	 난	 겪	 으	 셨	 네
	 주	 님	 만	 이	 하	 늘	 문	 을	 여	 실	 수	 있	 었	 네
	 주	 의	 구	 속	 믿	 고	 주	 의	 일	 힘	 써	 하	 겠	 네

경건하게

화음

저 멀리 예루살렘 성
There Is a Green Hill Far Away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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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이후서 2:7

교리와 성약 59:9

작사(영어): Mabel Jones Gabbott(1910~2004). © 1948 IRI
작곡: Rowland H. Prichard(1811~1887)

	 1.	겸	 손	 하	 게	 기	 도	 하	 오	 니	 거	 룩	 한	 이	 안	식	 일	 에
	 2.	우	 리	 에	 게	 관	 용	 사	 —	 랑	 가	 르	 쳐	 주	 옵	—	 소	 서

	 주	 이	 름	 으	로	 기	 도	 하	 오	 니	 주	 님	 영	 을	 보	 내	 소	 서
	 기	 도	 로	 —	하	 늘	 에	 계	 —	 신	 주	 가	 깝	 게	 하	 —	 소	 서

	 갈	 보	 리	 십	 자	 가	 위	 에	 서	 나	 와	 우	 리	 위	 —	 하	 여
	 주	 의	 거	 룩	 한	 희	 생	 —	 에	 합	 당	 하	 게	 생	 활	 하	 여

	 피	 흘	 리	 사	 죽	 으	 신	 주	 잊	 지	 않	 게	 하	 소	 서
	 당	 신	 앞	 에	 가	 게	 하	 고	 영	 광	 비	 춰	 주	 소	 서

온유하게

113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In Humility, Our Savior (172)



교리와 성약 59:9~12

니파이후서 10:24~25

작사(영어): Annie Pinnock Malin(1863~1935)
작곡: Louis M. Gottschalk(1829~1869),  

Edwin P. Parker(1836~1925) 개작

	 1.	하나	 님	 기	 도	 들	 으	 시	 고	 은	 혜
	 2.	아버	 지	 은	 —	 혜	 주	 시	 고	 웃	 음
	 3.	우	 리	 정	 한	 물	 마	 실	 때	 주	 의

	 내	 려	 주	 소	 서	 우	 리	 성	 —	 찬
	 으	 로	 비	 추	 사	 우	 리	 빵	 떼	 어
	 영	 함	 께	 하	 셔	 우	 리	 잘	 못	 사

	 취	 할	 때	 주	 님	 사	 랑	 에	 편	 히	 쉬	 리
	 먹	 을	 때	 우	 리	 를	 인	 정	 해	 주	 소	 서
	 하	 시	 고	 노	 력	 을	 축	 복	 해	 주	 소	 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God, Our Father, Hear us Pray (170)

114



	 1.	구	 속	 주	 돌	 아	 가	 셔	 서	 율	 법	 을
	 2.	주	 님	 의	 고	 통	 비	 웃	 고	 두	 손	 과
	 3.	격	 심	 한	 고	 통	 받	 으	 나	 불	 평	 의
	 4.	아	 버	 지	 이	 잔	 내	 게	 서	 물	 리	 치

	 이	 루	 셨	 으	 니	 죄	 위	 한	 죽	 음
	 발	 못	 박	 았	 네	 조	 롱	 과	 욕	 퍼
	 말	 하	 나	 없	 네	 높	 으	 신	 사	 업
	 소	 서	 그	 러	 나	 원	 하	 면	 마	 시

	 이	 었	 네	 사	 람	 들	 살	 리	 —	 시	 려
	 부	 으	 며	 가	 시	 관	 머	 리	 에	 씌	 우
	 이	 루	 며	 아	 버	 지	 뜻	 이	 —	 루	 시
	 렵	 니	 다	 나	 의	 일	 이	 루	 —	 었	 으

	 고	 죄	 위	 해	 돌	 아	 —	 가	 셨	 네
	 며	 옆	 구	 리	 창	 으	 로	 찔	 렀	 네
	 어	 영	 광	 을	 돌	 리	 —	 시	 었	 네
	 니	 내	 영	 혼	 받	 아	 —	 주	 소	 서

생각 깊게

구속주 돌아가셔서
Behold the Great Redeemer Die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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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	 보	 리	 십	 자	 가	 위	 에	 주	 못	 박	 히	 셨	 네
	 2.	십	 자	 가	 에	 달	 리	 신	 주	 사망	 사	 슬	 끊	 으	 사
	 3.	십	 자	 가	 에	 못	 박	 히	 사	 돌	 아	 가	 신	 주	 님

	 피	 로	 써	 인	 봉	 하	 시	 고	 말	 씀	 성	 결	 케	 했	 네
	 영	 생	 의	 문	 을	 여	 시	 고	 죽	 —	 음	 이	 기	 셨	 네
	 부	 활	 의	 기	 적	 주	 시	 고	 새	 —	 생	 명	 주	 셨	 네

누가복음 23:33, 46

힐라맨서 14:14~19

교리와 성약 18:11

누가복음 22:42, 23:46

작사(영어): Vilate Raile(1890~1954). © 1948 IRI
작곡: Leroy J. Robertson(1896~1971). © 1948 IRI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George Careless(1839~1932)

5. 예수님 운명하시니
 하늘이 빛을 숨기며
 온 세상 진동 일어나
 자연도 한숨짓기를
 주님이 돌아가셨네

6. 주님은 살아 계시니
 우리는 상징물 앞에
 겸손히 모여 취하네
 우리는 후기 성도니
 주님의 뜻 이루리라

엄숙하게

갈보리 십자가 위에
Upon the Cross of Calvary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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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대	 한	 계	 획	 이	 루	 시	 려	 만	 민	 위	 해	 피
	 2.	명	 하	 신	 대	 로	 모	 여	 —	 서	 희	 생	 상	 징	 물
	 3.	부	 모	 형	 제	 친	 구	 모	 —	 여	 크	 신	 은	 혜	 기

	 흘	 리	 사	 돌	 아	 가	 신	 한	 량	 —	 없	 는	 그	 사	 랑	 찬	 송
	 취	 하	 여	 사	 랑	 믿	 음	 새	 로	 이	 하	 니	 참	 즐	 거	 운	 일
	 억	 하	 며	 함	 께	 기	 쁜	 찬	 송	 —	 하	 니	 참	 행	 복	 한	 안

	 합	 니	 다
	 아	 닌	 가	 예	 수	 돌	 아	 가	 시	 어	 서	 만
	 식	 일	 세

	 민	 구	 속	 하	 셨	 으	 니	 호	 산	 나	 찬	 미

경건하게

위대한 계획 이루시려
’Tis Sweet to Sing the Matchless Love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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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니파이 12:19

제3니파이 18:7, 11

마태복음 20:28

모로나이서 6:5~6

작사(영어): Parley P. Pratt(1807~1857) 개사

작곡: Jane Romney Crawford(1883~1956)  
성찬식: 1~4절. 침례식: 4절 제외.

5. 복된 예수 이름으로
 물에 장사되고
 성령의 하늘 불길을
 내리어 주소서

6. 성령의 침례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대속받은 성도들과
 하나 만드소서

작사(영어): George A. Manwaring(1854~1889)
작곡: Ebenezer Beesley(1840~1906)
Tune name:  HANCOCK

	 부	 르	 며	 그	 사	 랑	 찬	 송	 합	 니	 다

	 1.	하	 늘	 에	 계	 신	 아	 버	 지	 약	 속	 믿	 습	 니	 다
	 2.	내	 모	 든	 죄	 회	 개	 하	 니	 상	 한	 맘	 보	 소	 서
	 3.	주	 여	 내	 기	 도	 들	 으	 사	 죄	 사	 해	 주	 소	 서
	 4.	복	 된	 예	 수	 이	 름	 으	 로	 성	 찬	 을	 드	 오	 니

	 성	 도	 들	 말	 한	 그	 대	 로	 말	 씀	 믿	 습	 니	 다
	 당	 신	 과	 맺	 은	 언	 약	 을	 이	 루	 어	 주	 소	 서
	 이	 제	 옛	 생	 활	 버	 리	 고	 새	 생	 활	 주	 소	 서
	 성	 약	 으	 로	 성	 령	 불	 길	 나	 받	 게	 하	 소	 서

확신을 갖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Father in Heaven, We Do Believe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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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6:38~40

요한복음 15:13

작사(영어) 및 작곡: Hugh W. Dougall(1872~1963)

	 1.	나	 사	 렛	 예	 수	 는	 구	 주	 며	 왕
	 2.	겸	 손	 히	 빵	 떼	 어	 먹	 을	 때	 에
	 3.	고	 요	 히	 물	 잔	 을	 입	 에	 댈	 때

	 죽	 음	 을	 이	 기	 고	 생	 명	 주	 네
	 경	 건	 히	 주	 님	 을	 생	 각	 하	 네
	 맘	 으	 로	 주	 이	 름	 찬	 송	 하	 네

	 보	 좌	 를	 떠	 나	 서	 땅	 에	 오	 사
	 우	 리	 를	 위	 하	 여	 갈	 보	 리	 에
	 어	 디	 로	 가	 든	 지	 이	 끄	 시	 고

	 생	 명	 을	 버	 리	 고	 구	 속	 하	 셨	 네
	 피	 흘	 려	 고	 난	 을	 받	 으	 시	 었	 네
	 생	 명	 을	 영	 원	 히	 주	 시	 옵	 소	 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는 구주며 왕
Jesus of Nazareth, Savior and King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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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이후서 9:5, 10~12

모세서 4:20~21

작사(영어): Richard Alldridge(1815~1896)
작곡: Joseph Coslett(1850~1910)

	 1.	예	 수	 의	 이	 름	 찬	 송	 하	 고	 우
	 2.	구	 원	 은	 무	 덤	 문	 지	 나	 신	 주
	 3.	사	 망	 과	 지	 옥	 열	 쇠	 가	 진	 뱀
	 4.	그	 빵	 과	 물	 은	 죄	 를	 위	 한	 희

	 리	 살	 리	 시	 려	 갈	 보	 리	 피	 흘
	 님	 의	 노	 래	 니	 죄	 에	 매	 인	 영
	 머	 리	 밟	 은	 주	 옥	 문	 열	 려	 라
	 생	 의	 상	 징	 물	 성	 도	 들	 취	 해

	 린	 주	 께	 —	 영	 광	 을	 돌	 리	 세
	 하	 늘	 무	 리	 되	 라	 부	 르	 시	 네
	 명	 하	 니	 —	 죽	 은	 자	 내	 놓	 네
	 구	 주	 를	 —	 늘	 기	 념	 하	 여	 라

열렬하게

예수의 이름 찬송하고
We’ll Sing All Hail to Jesus’ Name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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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7

마태복음 25:31

작사(영어): Parley P. Pratt(1807~1857)
작곡: Giacomo Meyerbeer(1791~1864) 개작

	 1.	구	 유	 에	 서	 나	 신	 예	 수	 영	 광	 중	 에
	 2.	온	 유	 하	 신	 어	 —	 린	 양	 위	 대	 하	 신
	 3.	피	 땀	 흘	 려	 번	 민	 한	 주	 영	 화	 롭	 게
	 4.	한	 때	 버	 림	 받	 았	 으	 나	 보	 좌	 위	 에

	 오	 —	 시	 네	 한	 때	 수	 난	 겪	 으	 신	 주	 세	 상
	 여	 —	 호	 와	 십	 자	 가	 에	 달	 리	 신	 주	 구	 름
	 오	 —	 시	 리	 한	 때	 배	 척	 당	 했	 으	 나	 이	 제
	 앉	 으	 셨	 네	 모	 든	 것	 을	 온	 유	 하	 게	 참	 아

	 다	 스	 리	 시	 려	 이	 제	 다	 시	 오	 —	 시	 네
	 마	 차	 타	 시	 고	 영	 광	 중	 에	 오	 —	 시	 네
	 임	 금	 되	 심	 을	 세	 상	 알	 게	 되	 —	 리	 라
	 주	 시	 었	 으	 나	 이	 젠	 참	 지	 않	 으	 시	 리

엄숙하게

구유에서 나신 예수
Jesus, Onec of Humble Birth (196)

121



마태복음 28:5~6

고린도전서 15:20, 53~57

작사(영어): Charles Wesley(1707~1788)
작곡: 미상, Lyra Davidica(1708)

	 1.	주	 님	 부	 활	 하	 셨	 네	 —
	 2.	구	 속	 사	 업	 이	 루	 셨	 네	 알	 렐	 루	 야
	 3.	다	 시	 사	 신	 우	 리	 왕	 —

	 사	 람	 천	 사	 외	 치	 네	 —
	 싸	 움	 싸	 워	 이	 기	 셨	 네	 알	 렐	 루	 야
	 사	 망	 능	 력	 어	 디	 있	 나

	 기	 쁜	 개	 가	 높	 여	 라
	 예	 수	 번	 민	 사	 라	 져	 알	 렐	 루	 야
	 죽	 음	 으	 로	 구	 속	 함

	 천	 지	 만	 물	 화	 답	 해	 —
	 어	 둠	 권	 세	 파	 하	 셨	 네	 알	 렐	 루	 야
	 무	 덤	 승	 리	 어	 디	 있	 나

환희를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네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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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6:6~7

모사이야서 16:7~9

작사(영어): Cecil Frances Alexander(1818~1895)
작곡: Joachim Neander(1650~1680)

	 1.	주	 님	 다	 시	 부	 활	 했	 네	 기	 쁨	 으	 로
	 2.	다	 모	 여	 서	 높	 고	 귀	 한	 승	 리	 개	 가
	 3.	주	 님	 다	 시	 사	 시	 어	 서	 하	 늘	 문	 을

	 외	 치	 세	 삼	 일	 간	 의	 영	 옥	 깨	 쳐
	 부	 르	 자	 구	 름	 한	 점	 없	 는	 새	 벽
	 여	 셨	 네	 어	 두	 운	 내	 죄	 짐	 벗	 고

	 죽	 음	 정	 복	 하	 셨	 네	 주	 님	 이	 기
	 붉	 은	 동	 녘	 밝	 아	 와	 영	 화	 로	 운
	 더	 거	 룩	 한	 몸	 으	 로	 부	 활	 하	 게

	 셨	 으	 니	 인	 간	 승	 리	 얻	 었	 네
	 부	 활	 절	 상	 징	 하	 여	 주	 누	 나
	 되	 리	 니	 기	 쁜	 찬	 송	 부	 르	 세

위엄 있게

주님 다시 부활했네
He Is Risen!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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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1:17~18

교리와 성약 6:36~37

작사(영어): Marion D. Hanks(1921년생). © 1975 IRI
작곡: Robert Cundick(1926년생). © 1975 IRI

	 1.	부	 활	 절	 아	 침	 무	 —	 덤	 열	 려	 우	 리
	 2.	이	 아	 침	 새	 로	 깨	 달	 은	 진	 리	 주	 님
	 3.	그	 생	 각	 하	 며	 우	 —	 리	 함	 께	 감	 사

	 주	 님	 다	 시	 살	 아	 나	 시	 고
	 사	 슬	 푸	 시	 니	 숨	 쉬	 시	 고
	 의	 눈	 물	 로	 사	 랑	 드	 리	 며

	 이	 겼	 네	 고	통	을
	 이	 겼	 네
	 이	 기	 자

	 사	망	을	 두	렴	을

위엄 있게

부활절 아침
That Easter Morn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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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	 사	 들	 의	 노	 래	 가	 하	 늘	 에	 서	 들	 리	 니
	 2.	한	 밤	 중	 에	 목	 자	 들	 저	 희	 양	 떼	 지	 킬	 때
	 3.	베	 들	 레	 헴	 달	 려	 가	 나	 신	 아	 기	 예	 수	 께

	 산	 과	 들	 이	 기	 뻐	 서	 메	 아	 리	 쳐	 울	 린	 다
	 아	 름	 다	 운	 노	 래	 가	 청	 아	 하	 게	 들	 린	 다
	 꿇	 어	 경	 배	 합	 시	 다	 탄	 생	 하	 신	 아	 기	 께

	 영	 —	 광

	 위	 대	 하	 신	 주	 께	 영

기쁘게

천사들의 노래가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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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1~11

누가복음 2:8~20

시편 95:6

작사(영어) 및 작곡: 미상, Laudis Corona, 보스톤(1885)

작사(영어): 프랑스 캐럴, 1862년경

작곡: 프랑스 캐럴

	 —	 광	 위	 대	 하	 신	 주	 님	 께

	 1.	동	 방	 박	 사	 두	 렴	 으	 로	 하	 늘	 에	 빛	 난	 별	 을
	 2.	별	 빛	 따	 라	 여	 행	 하	 여	 낮	 은	 마	 구	 찾	 아	 가
	 3.	온	 세	 상	 에	 널	 리	 퍼	 진	 오	 래	 전	 의	 이	 야	 기
	 4.	거	 룩	 하	 신	 주	 평	 화	 가	 이	 땅	 에	 차	 기	 까	 지

	 바	 라	 보	 고	 천	 사	 들	 의	 노	—	 래	 를	 기	 쁘	 게	 들	 었	 네
	 추	 한	 자	 리	 누	 인	 아	 기	 예	물	 드	 려	 경	 배	 —	 하	 였	 네
	 천	 사	 들	 의	 노	 래	 모	 두	 지	금	 까	 지	 전	 해	 —	 오	 —	 네
	 멀	 리	 있	 는	 하	 늘	 별	 빛	 온	세	 상	 에	 비	 춰	 —	 주	 —	 네

	 호	 산	 나	 호	 산	 나	 호	 산	 나	 주	 이	 름

밝게

동방박사 두렴으로
With Wondering Aw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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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8~20

시편 95:6

작사(영어): John F. Wade(1711~1786년경) 추정,  

Frederick Oakeley(1802~1880) 역
작곡: John F. Wade 추정

	 1.	주	 믿	 는	 신	 도	 여	 모	 두	 이	 리	 오	 라	 곧
	 2.	저	 천	 사	 여	 개	 가	 높	 —	 이	 불	 러	 라	 온
	 3.	이	 세	 상	 에	 주	 께서	 강	 생	 하	 실	 때	 에	 참

	 벧	 레	헴	 성	 내	 에	 가	 —	 보	 세	 구	 유	 에	 누	 이	 신
	 광	 활	한	 천	 지	 를	 울	 —	 려	 라	 하	 나	 님	 께	 —	 늘
	 신	 과	참	 사	 람	 이	 되	 시	 려	 고	 동	 정	 녀	 몸	 에	 서

	 아	 —	 기	 를	 보	 고
	 영	 —	 화	 돌	 리	 고	 엎	 드	 —	 려	 절	 하	 세	 엎	 드	 —
	 나	 —	 시	 었	 으	 니

	 려	 절	 하	 세	 엎	 드	 —	 려	 절	 하	 세	 구	 세	 주	 났	 네

당당하게

주 믿는 신도여
Oh, come, All Ye Faithful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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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8~20

교리와 성약 45:71

작사(영어) 및 작곡: John Menzies Macfarlane(1833~1892)

	 1.	저	 멀	 리	 유	 대	 의	 넓	 은	 들	 에	 목	 자	 는	 천	 사	 의
	 2.	구	 속	 의	 노	 래	 는	 널	 리	 퍼	 져	 하	 늘	 기	 쁜	 소	 식
	 3.	저	 천	 사	 들	 처	 럼	 우	 리	 들	 도	 이	 기	 쁜	 노	 래	 를
	 4.	온	 땅	 의	 백	 성	 들	 다	 나	 와	 서	 이	 기	 쁜	 구	 속	 의

	 음	 성	 들	 었	 네
	 만	 방	 퍼	 지	 네	 주	 께	 영	 광	 주	 께	 영	광
	 함	 께	 부	 르	 세
	 노	 래	 부	 르	 세	 	 	 	 	 주	 께	 영	광	 주	 께

	 주	 께	 영	 광	 주	 께	 영	 광

	 주	 께	 영	광	 주	 께	 영	 광

	 주	 께	 영	 광	 주	 께	 영	 광	 땅	 에	 서	 는
	 영	 	 	 광

	 기	 쁨	 과	 평	 화	 가	 있	 으	 리	 라

기쁘게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Far, Far Away on Judea’s Plain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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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8~14작사(영어): Nahum Tate(1652~1715), 누가복음 2장 8~14절에 근거함

작곡: 요크셔 캐럴, 1800년경

	 1.	목	 자	 가	 밤	 에	 양	 지	 킬	 때	 주	 천	 사	 내	 려
	 2.	이	 날	 에	 다	 윗	 성	 마	 을	 에	 다	 윗	 의	 집	 안
	 3.	사	 자	 가	 이	 같	 이	 말	 하	 니	 천	 군	 천	 사	 함

	 와	 영	 광	 두	 루	 비	 치	 니	 두	 려	 워	 하	 거	 늘
	 에	 그	 리	 스	 도	 나	 시	 니	 표	 적	 은	 이	 렇	 다
	 께	 빛	 가	 운	 데	 나	 타	 나	 기	 쁜	 노	 래	 하	 길

	 무	 서워	 말	 라	 기	 쁜	 소	 식	 큰	 기	 쁨	 의	 소	 식
	 말	 구	 유	 에	 강	 보	 로	 싼	 한	 어	 린	 아	 기	 를
	 하	 나	 님	 께	 영	 광	 이	 요	 온	 땅	 위	 에	 서	 는

	 너	 희	 와	 온	 인	 류	 에	 게	 지	 금	 가	 져	 왔	 다
	 찾	 으	 리	 니	 그	 아	 기	 가	 곧	 너	 희	 구	 주	 라
	 기	 뻐	 하	 심	 입	 은	 사	 람	 중	 에	 평	 화	 로	 다

힘차게

목자가 밤에 양 지킬 때
While Shepherds Watched Their Flock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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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마서 5:50

시편 97:1, 98:4~9

작사(영어): Isaac Watts(1674~1748), William W. Phelps(1792~1872) 개사.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George F. Handel(1685~1759), Lowell Mason(1792~1872) 편곡

	 1.	기	 쁘	 다	 구	 주	 오	 셨	 네	 만	 백	 성
	 2.	구	 세	 주	 탄	 생	 했	 으	 니	 다	 찬	 미
	 3.	온	 세	 상	 죄	 사	 하	 려	 고	 주	 예	 수
	 4.	큰	 은	 혜	 로	 이	 세	 상	 을	 	주	 관	 할

	 맞	 으	 라	 온	 교	 회	 함	 께	 일	 어
	 하	 여	 라	 땅	 위	 에	 있	 는	 만	 물
	 오	 셨	 네	 죄	 중	 에	 있	 는	 만	 물
	 하	 시	 니	 만	 국	 백	 성	 구	 주	 앞

	 나	 다	 찬	 송	 부	 르	 세	 다	 찬	 송	 부	 르
	 도	 다	 응	 답	 하	 도	 다	 다	 응	 답	 하	 도
	 도	 복	 주	 려	 하	 시	 네	 복	 주	 려	 하	 시
	 에	 다	 경	 배	 하	 도	 다	 다	 경	 배	 하	 도

	 다	 찬	 송	 부	 르	 세	 다

	 찬	 송	 부	 르	 세

	 세	 다	 찬	 송	 찬	 송	 부	 르	 세
	 다	 다	 응	 답	 응	 답	 하	 도	 다
	 네	 복	 주	 려	 주	 려	 하	 시	 네
	 다	 다	 경	 배	 경	 배	 하	 도	 다

환희를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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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7

누가복음 18:15~17

작사(영어): 미상, 1883년경, 필라델피아

작곡: William J. Kirkpatrick(1838~1921), 
Rosalee Elser(1925~2007) 화음 첨가. 

© 1980 Rosalee Elser. 허가를 얻어 

사용함.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1.	그	 어	 리	 신	 예	 수	 눌	 자	 리	 없	 어
	 2.	저	 육	 축	 소	 리	 에	 아	 기	 잠	 깨	 나
	 3.	주	 예	 수	 내	 곁	 에	 언	 제	 나	 계	 셔

	 아	 름	 다	 운	 몸	 이	 구	 유	 에	 있	 네
	 온	 유	 하	 신	 예	 수	 우	 시	 지	 않	 네
	 무	 한	 하	 신	 사	 랑	 늘	 베	 푸	 시	 고

	 저	 하	 늘	 의	 별	 들	 내	 려	 보	 는	 데
	 귀	 하	 신	 예	 수	 를	 나	 사	 랑	 하	 니
	 온	 세	 상	 어	 린	 이	 다	 품	 어	 주	 사

	 그	 어	 리	 신	 예	 수	 구	 유	 에	 자	 네
	 내	 곁	 에	 서	 항	 상	 함	 께	 하	 소	 서
	 주	 품	 안	 에	 모	 여	 살	 게	 하	 소	 서

경건하게

그 어리신 예수
Away in a Manger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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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8~17

앨마서 5:50

작사(영어): Edmund H. Sears(1810~1876)
작곡: Richard S. Willis(1819~1900)

	 1.	그	 맑	 고	 환	 한	 밤	 중	 에	 주	 천	 사	 내	 려	 와
	 2.	또	 천	 사	 평	 화	 펴	 고	 서	 이	 땅	 에	 내	 려	 와
	 3.	옛	 선	 지	 예	 언	 응	 하	 여	 벧	 레	 헴	 성	 중	 에

	 그	 손	 에	 비	 파	 들	 고	 서	 한	 찬	 미	 하	 기	 를
	 그	 때	 에	 하	 던	 노	 래	 를	 또	 다	 시	 전	 하	 니
	 주	 예	 수	 탄	 생	 하	 시	 니	 온	 세	 상	 구	 주	 라

	 평	 강	 의	 왕	 이	 임	 하	 니	 다	 평	 안	 하	 여	 라
	 이	 슬	 픔	 많	 은	 세	 상	 에	 큰	 위	 로	 주	 시	 고
	 저	 천	 사	 기	 쁜	 노	 래	 를	 또	 다	 시	 들	 으	 니

	 그	 분	 요	 하	 던	 세	 상	 이	 다	 고	 요	 하	 도	 다
	 온	 세	 상	 기	 뻐	 뛰	 놀	 며	 또	 찬	 미	 하	 도	 다
	 온	 세	 상	 사	 는	 사	 람	 들	 다	 화	 답	 하	 도	 다

밝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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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	 사	 찬	 송	 하	 기	 를	 거	 룩	 하	 신	 구	 주	 께
	 2.	예	 수	 영	 생	 주	 되	 니	 높	 은	 몸	 을	 보	 고	 서

	 영	 광	 돌	 려	 보	 내	 세	 구	 주	 오	 늘	 나	 셨	 네
	 천	 사	 경	 배	 했	 으	 니	 만	 민	 다	 하	 례	 하	 세

	 크	 고	 작	 은	 나	 라	 들	 기	 쁜	 화	 답	 하	 여	 라
	 의	 로	 우	 신	 예	 수	 는	 세	 상	 빛	 이	 되	 시	 고

	 찬	 송	 하	 올	 제	 목	 은	 벧	 레	 헴	 에	 나	 신	 주
	 내	 게	 영	 생	 되	 시	 니	 왕	 께	 치	 하	 합	 시	 다

힘차게

천사 찬송하기를
Hark! the Herald Angles Sing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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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7~14

앨마서 7:10~12

누가복음 2:8~14

제3니파이 25:2

작사(영어): Joseph Mohr(1792~1848)
작곡: Franz Gruber(1787~1863)

작사(영어): Charles Wesley(1708~1788)
작곡: Felix Mendelssohn(1809~1847)

	 찬	 송	 하	 올	 제	 목	 은	 벧	 레	 헴	 에	 나	 신	 주
	 내	 게	 영	 생	 되	 시	 니	 왕	 께	 치	 하	 합	 시	 다

	 1.	고	 요	한	 밤	 거	 룩	한	 밤	 어	 둠	 에	 묻	 힌	 밤
	 2.	고	 요	한	 밤	 거	 룩	한	 밤	 영	 광	 이	 둘	 린	 밤
	 3.	고	 요	한	 밤	 거	 룩	한	 밤	 주	 예	 수	 나	 신	 밤

	 주	 의	 부	 모	 앉	 아	 서	 감	 사	 기	 도	 드	 릴	 때
	 주	 의	 천	 사	 나	 타	 나	 기	 뻐	 노	 래	 부	 르	 네
	 그	 의	 얼	 굴	 광	 채	 가	 세	 상	 빛	 이	 되	 셨	 네

	 아	 기	 잘	 도	잔	 다	 아	 기	 잘	 도	잔	 다
	 왕	 이	 나	 셨	도	 다	 왕	 이	 나	 셨	도	 다
	 왕	 이	 나	 셨	도	 다	 왕	 이	 나	 셨	도	 다

평화롭게

고요한 밤
Silent Nigh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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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8~20작사(영어) 및 작곡: 영국 전통 캐럴, 17세기경

	 1.	저	 들	 밖	 에	 한	 밤	 중	 에	 양
	 2.	저	 동	 방	 에	 별	 한	 개	 가	 이

	 틈	 에	 자	 던	 목	 자	 들	 한
	 상	 한	 빛	 을	 발	 하	 여	 이

	 천	 사	 가	 전	 하	 여	 준	 주	 나	 신
	 땅	 위	 에	 큰	 영	 광	 이	 나	 타	 날

	 소	 식	 들	 었	 네
	 징	 조	 보	 이	 네

	 노	 엘	 노	 엘	 노

	 엘	 노	 엘	 이스	 라	 엘	 왕	 이	 나	 셨	 네

환희를 가지고

저 들 밖에 한밤중에
The First Noel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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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5:2

누가복음 2:4~16

작사(영어): Phillips Brooks(1835~1893)
작곡: Lewis H. Redner(1831~1908)

	 1.	오	 베	 들	 레	 헴	 작	 은	 골	 너	 잠	 들	 었	 느	 냐
	 2.	온	 세	 상	 사	 람	 잠	 들	 어	 꿈	 꾸	 는	 동	 안	 에
	 3.	오	 고	 요	 한	 밤	 하	 나	 님	 큰	 선	 물	 주	 시	 니

	 별	 들	 만	 높	 이	 빛	 나	 고	 잠	 잠	 히	 있	 으	 니
	 주	 그	 리	 스	 도	 아	 기	 가	 탄	 생	 하	 셨	 도	 다
	 주	 믿	 는	 사	 람	 마	 음	 에	 큰	 은	 혜	 주	 셨	 네

	 저	 놀	 라	 운	 빛	 지	 금	 캄	 캄	 한	 이	 밤	 에
	 저	 새	 벽	 별	 이	 홀	 로	 그	 일	 을	 전	 하	 니
	 사	 악	 한	 세	 상	 사	 람	 주	 오	 심	 모	 르	 나

	 온	 하	 늘	 두	 루	 비	 춘	 줄	 네	 어	 찌	 모	 르	 냐
	 하	 나	 님	 찬	 양	 드	 리	 세	 땅	 위	 에	 평	 화	 라
	 주	 맞	 이	 하	 는	 사	 람	 들	 그	 맘	 에	 오	 시	 네

평화롭게

오 베들레헴 작은 골
O Little Town of Bethlehem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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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14

교리와 성약 3:1~3

작사(영어): Henry Wadsworth Longfellow(1807~1882)
작곡: John Baptiste Calkin(1827~1905)

	 1.	성	 탄	 의	 종	 이	 울	 린	 다	 저
	 2.	성	 탄	 의	 종	 이	 울	 린	 다	 온
	 3.	내	 실	 망	 하	 여	 말	 하	 되	 이
	 4.	그	 때	 에	 저	 종	 울	 린	 다	 이
	 5.	성	 탄	 의	 종	 이	 울	 린	 다	 세

	 캐	 럴	 높	 이	 퍼	 진	 다	 온	 땅	 에	 울	 려
	 땅	 에	 정	 의	 차	 도	 록	 저	 소	 리	 크	 게
	 땅	 에	 평	 화	 없	 으	 며	 시	 기	 와	 미	 움
	 종	 은	 크	 게	 울	 린	 다	 하	 나	 님	 살	 아
	 상	 이	 변	 화	 되	 도	 록	 성	 탄	 의	 종	 이

	 퍼	 진	 다	 평	 화	 와	 기	 쁨	 싣	 고	 서
	 퍼	 진	 다	 평	 화	 와	 기	 쁨	 가	 지	 고
	 비	 방	 이	 평	 화	 와	 기	 쁨	 쫓	 았	 다
	 계	 시	 니	 악	 인	 은	 멸	 망	 당	 하	 리
	 울	 린	 다	 평	 화	 와	 기	 쁨	 가	 지	 고

생각 깊게

성탄의 종이 울린다
I Heard the Bells on Christmas Day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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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	 —	 높	 은	 영	 광	 보	 좌	 에	 계	 시	는	 우	 리
	 2.	당	 신	 이	 이	 몸	 여	 기	 에	 놓	 은	 현	 명	한	 목	 적
	 3.	당	 신	 이	 우	 리	 아	 버	 지	 인	 줄	 성	 —	령	 으	 로
	 4.	연	 약	 한	 이	 생	 내	 —	 떠	 나	 서	 세	 상	생	 명	 을

	 아	 버	 지	 여	 내	 —	 언	 제	 나	 다	 시	 돌	 아	 가
	 아	 나	 이	 다	 출	 생	 과	 친	 구	 모	 든	 전	 생	 일
	 아	 나	 이	 다	 지	 식	 의	 열	 쇠	 회	 복	 되	 기	 전
	 마	 치	 오	 면	 부	 —	 모	 양	 친	 하	 늘	 궁	 전	 에

	 아	 버	 지	 얼	 굴	 뵈	 오	 리	 까	 거	 룩	 하	 여	 라
	 완	 전	 히	 잊	 었	 을	 지	 라	 도	 은	 은	 히	 주	 는
	 참	 —	 그	 이	 유	 몰	 랐	 으	 나	 하	 늘	 의	 부	 모
	 즐	 거	 이	 이	 몸	 맞	 —	 으	 리	 당	 —	 신	 께	 서

	 당	 신	 의	 처	 소	 내	 영	이	 함	 께	 거	 하	 던	 곳	 귀	 —	 하
	 당	 신	 의	 말	 씀	 나	 의	거	 할	 곳	 천	 국	 이	 니	 나	 이	 세
	 홀	 몸	 이	 라	 니	 똑	 바	로	 이	 성	 을	 —	 보	 라	 어	 머	 니
	 하	 라	 신	 과	 업	 불	 —	초	 내	 가	 다	 —	 할	 때	 당	 신	 곁

열렬하게

오 높은 영광 보좌에
O My Father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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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3:9

마태복음 25:34~40

로마서 8:16~17

시도행전 17:28~29(22~31)

작사(영어): William Walsham How(1823~1897)
작곡: 미상, Lowell Mason(1792~1872)과  

George J. Webb(1803~1887) 편곡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James McGranahan(1840~1907)

	 여	 라	 당	 신	 의	 슬	 하	 내	 영	 이	 처	 음	 컸	 던	 곳
	 상	 에	 잠	 깐	 온	 손	 님	 이	 제	 내	 가	 아	 나	 이	 다
	 역	 시	 계	 심	 을	 진	 리	 영	 원	 한	 이	 성	 말	 하	 네
	 에	 서	 함	 —	 께	 살	 라	 허	 —	 락	 하	 여	 주	 소	 서

	 1.	우	 리	 가	 가	 진	 것	 다	 주	 의	 것	 이	 니
	 2.	진	 실	 한	 청	 지	 기	 주	 께	 받	 은	 은	 사
	 3.	애	 통	 하	 는	 자	 를	 위	 로	 해	 주	 시	 며
	 4.	내	 신	 앙	 약	 하	 나	 주	 말	 씀	 믿	 으	 며

	 어	 떠	 한	 선	 물	 이	 든	 지	 주	 님	 께	 바	 치	 리
	 처	 음	 열	 매	 바	 치	 오	 니	 축	 복	 해	 주	 소	 서
	 고	 독	 한	 자	 와	 고	 아	 를	 돌	 보	 아	 주	 소	 서
	 주	 기	 뻐	 하	 실	 일	 이	 면	 다	 하	 려	 합	 니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다 주의 것이니
We Give Thee But Thine Own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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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와	 진	 리	 지	 키	 기	 에	 시	 온	 청년	지	 체	 하	 랴
	 2.	하	 나	 님	 일	 거	 역	 하	 는	 암	 흑	 의	 능	 력	 알	 때
	 3.	진	 리	 향	 해	 나	 아	 가	 며	 구	 원	 위	 해	 일	 하	 리
	 4.	주	 의	 말	 씀	 사	 랑	 하	 고	 지	 키	 는	 자	 와	 함	 께

	 선	 조	 들	 이	 품	 은	 참	 되	 신	 신	 앙	 순	 교	 자

	 우	 리	 원	 수	 몰	 려	 올	 때	에	 겁	을	 내	 어	 피	 하	 랴
	 언	 약	 된	 자	 녀	 들	 굳	 건	한	 쇠	—	 막	 대	 버	 리	 랴
	 젊	 은	 힘	 다	 하	 여	 성	 심	껏	 기	도	 와	 노	 력	 하	 리
	 주	 님	 의	 왕	 국	 에	 합	 당	한	 우	리	 신	 앙	 세	 우	 리

아!

힘차게

의와 진리 지키기에
True to the Faith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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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4:12

앨마서 53:18~21

작사(영어) 및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들	 의	 생	 명	 바	 치	 신	 진	 리	 정	 성	 다	 해

	 수	 호	 하	 려	 영	 원	 토	 록	 굳	 게	 서	 리	 라



	 1.	세	 상	 모	 든	 풍	 파	 너	 를	 휩	 쓸	 어	 잃	 은	 것	 을
	 2.	세	 상	 근	 심	 걱	 정	 으	 로	 시	 달	 려	 십	 자	 가	 가
	 3.	다	 른	 사	 람	 재	 물	 네	 가	 볼	 때	 에	 한	 량	 없	 는
	 4.	세	 상	 권	 위	 네	 앞	 길	 을	 막	 으	 나	 낙	 심	 말	 라

	 생	 각	 해	 낙	 심	 할	 때	 네	 가	 받	 은	 복	 을	 모	 두
	 무	 겁	 게	 생	 각	 될	 때	 네	 가	 받	 은	 복	 을	 모	 두
	 허	 락	 생	 각	 하	 여	 라	 돈	 을	 주	 고	 살	 수	 없	 는
	 주	 는	 능	 히	 이	 기	 리	 천	 사	 들	 이	 네	 게	 도	 움

	 세	 어	 라	 주	 의	 크	 신	 복	 에	 네	 가	 놀	 라	 리
	 세	 어	 라	 너	 의	 모	 든	 의	 심	 사	 라	 지	 리	 라
	 축	 복	 과	 하	 늘	 에	 서	 받	 을	 보	 수	 세	 어	 라
	 위	 안	 을	 너	 의	 여	 행	 끝	 날	 까	 지	 주	 리	 라

	 주	 	 	 가	 주	 신	 복	 을	 세	 	 어	 	 라	 주	 	 	 가
	 주	 가	 주	 신	 복	 을	 	 	 세	 어	 보	 아	 라	 주	 가	 하	 신

밝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Count Your Blessings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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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3:14~17

로마서 15:4

교리와 성약 78:17~19

앨마서 34:38

작사(영어) 및 작곡: C. Marianne Johnson Fisher(1932년생). 
© 1985 IRI

작사(영어): Johnson Oatman Jr.(1856~1922)
작곡: Edwin O. Excell(1851~1921)

	 하	 신	 일	 을	 알	 	 리	 	 라	 크	 	 	 신	 복	 을
	 일	 을	 	 	 일	 을	 알	 리	 라	 크	 신	 크	 신

	 세	 어	 보	 아	 라	 주	 가	 주	 신	 복	 을	 네	 가	 알	 리	 라

	 1.	거	 룩	 하	 신	 경	 전	 으	 로	 사	 랑	 하	 는	 아	 버	 지
	 2.	거	 룩	 하	 신	 경	 전	 으	 로	 영	 에	 감	 동	 주	 시	 고
	 3.	거	 룩	 하	 신	 경	 전	 으	 로	 주	 님	 자	 비	 보	 이	 셔
	 4.	거	 룩	 하	 신	 경	 전	 으	 로	 순	 종	 하	 게	 하	 시	 고

	 우	 리	 마	 음	 지	 혜	 명	 철	 가	 득	 부	 어	 주	 소	 서
	 매	 일	 연	 구	 할	 때	 마	 다	 인	 생	 신	 비	 주	 소	 서
	 고	 통	 받	 는	 영	 과	 마	 음	 상	 처	 고	 쳐	 주	 소	 서
	 영	 —	 원	 한	 생	 명	 말	 씀	 빛	 을	 보	 여	 주	 소	 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점 느리게 본래 빠르기

거룩하신 경전으로
As I Search the Holy Scriptures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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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랑	 해	 목	 자	 의	 마	 음	 귀	 여	 운	 그	 의	 양	 들
	 2.	사	 랑	 해	 목	 자	 의	 마	 음	 귀	 여	 운	 어	 린	 양	 들
	 3.	사	 랑	 해	 목	 자	 의	 마	 음	 아	 흔	 아	 홉	 마	 리	 양
	 4.	은	 혜	 로	 우	 신	 내	 주	 여	 들	 어	 주	 시	 옵	 소	 서

	 그	 가	 베	 푸	 는	 사	 랑	 은	 금	 은	 보	 다	 귀	 하	 네
	 그	 중	 한	 마	 리	 길	 잃	 어	 추	 웁	 고	 굶	 주	 리	 네
	 귀	 여	 운	 길	 잃	 은	 양	 은	 헤	 매	 며	 고	 생	 하	 네
	 우	 리	 들	 가	 겠	 사	 오	 니	 복	 되	 신	 주	 님	 이	 여

	 목	 자	 는	 제	 잃	 은	 양	 도	 사	 랑	 하	 고	 생	 각	 해
	 보	 아	 라	 선	 한	 목	 자	 는	 잃	 은	 양	 찾	 아	 가	 서
	 들	 어	 라	 오	 늘	 도	 네	 게	 간	 절	 히	 하	 시	 는	 말
	 크	 고	 도	 넓	 으	 신	 사	 랑	 베	 풀	 어	 주	 시	 어	 서

	 높	 은	 산	 골	 짜	 기	 라	 도	 목	 자	 는	 찾	 아	 가	 네
	 기	 쁨	 으	 로	 데	 려	 와	 서	 보	 화	 를	 간	 직	 하	 네
	 나	 의	 품	 안	 에	 서	 떠	 난	 양	 찾	 지	 않	 겠	 느	 냐
	 당	 신	 의	 헤	 매	 는	 양	 을	 찾	 아	 가	 게	 하	 소	 서

고요하게

이중창

사랑해 목자의 마음
Dear to the Heart of the Shepherd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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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웁	 고	 메	 마	 른	 광	 야	 도	 움	 이	 없	 는	 곳	 에

	 헤	 매	 는	 잃	 은	 양	 들	 을	 목	 자	 는	 찾	 아	 가	 네
	 	 	 	 	 	 	 	 	 (4절)	우	 리	 가	 찾	 아	 가	 리

누가복음 15:4~7

베드로전서 5:2~4

작사(영어): Mary B. Wingate(1845~1933)
작곡: William J. Kirkpatrick(1838~1921)

화음



확신을 갖고

후렴은 옥타브로 연주할 수 있음

제창

	 1.	주	 섬	 기	 라	 영	 광	 가	 득	 한	 왕	 그	 이	 름	 을
	 2.	주	 섬	 기	 라	 풍	 성	 한	 주	 축	 복	 넘	 치	 도	 록

	 증	 거	 하	 여	 라	 온	 세	 상	 에	 말	 씀	 전	 파	 하	 고
	 응	 답	 받	 으	 리	 하	 나	 님	 의	 거	 룩	 한	 이	 름	 을

	 하	 세	 주	 의	 이	 름	 빛	 내	 며

	 예	 수	 사	 랑	 외	 치	 세
	 기	 쁨	 으	 로	 찬	 양	 해

	 모	 두	 전	 진

주 섬기라
Call to Serve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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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4:2~3

교리와 성약 20:17~19

작사(영어): Grace Gordon 개사

작곡: Adam Geibel(1855~1933)

	 모	 두	 전	 진	 하	 세	 주	 의	 이	 름	 빛	 내

	 며	 모	 두	 전	 진	 하	 세	 승	 리

	 개	 가	 부	 르	 며	 면	 류	 관	 향

	 해	 마	 지	막	 까	지	 주	 님	 섬	 기	 며	 며



	 1.	주	 께	 서	 날	 보	내	 시	 기	 심	 히	 원	 하	 시	 는	 곳
	 2.	예	 수	 님	 의	 자	비	 하	 신	 말	 씀	 거	 기	 에	 있	 으
	 3.	추	 수	 할	 곳	 너	무	 많	 고	 일	 할	 시	 간	 짧	 지	 마

	 은	 높	 은	 산	 바	 다	 나	 전	 쟁	 터	 아
	 리	 내	 가	 찾	 아	 야	 할	 죄	 중	 에	 헤
	 는	 십	 자	 가	 박	 히	 신	 주	 위	 해	 전

	 닐	 지	 난	 모	 르	 나	 내	 모	 르	 는	 좁	 은	 길
	 매	 는	 자	 많	 으	 리	 오	 주	 여	 어	 둡	 고	 험
	 심	 하	 여	 일	 하	 리	 주	 님	 의	 돌	 보	 심	 의

	 가	 라	 는	 주	 음	 성	 내	 게	 들	 릴	 때	 사
	 한	 길	 을	 인	 도	 하	 여	 주	 옵	 소	 서	 주
	 지	 하	 여	 날	 사	 랑	 하	 심	 아	 오	 니	 성

단호하게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I’ll Go Where You Want Me to Go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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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이전서 3:7

교리와 성약 4:2

작사(영어): Mary Brown(1856~1918)
작곡: Carrie E. Rounsefell(1861~1930)

	 랑	 하	 는	 주	 여	 원	 하	 시	 는	 곳	 가	 오	 리	 다	 대	 답	 하
	 사	 자	 되	 어	 말	 씀	 전	 하	 리	 니	 하	 라	 신	 대	 로	 말	 하
	 실	 한	 맘	 으	 로	 주	 뜻	 행	 하	 고	 원	 하	 신	 대	 로	 되	 오

	 리
	 리	 산	 넘	 어	 나	 바	 다	 나	 곧	 은	 길	 어	느
	 리

	 곳	 에	 나	 주	 원	 하	 면	 내	 가	 리	 라	 주	 께	 대

	 답	 하	 리	 니	 주	 뜻	 대	 로	 되	 오	 리	 다



앨마서 34:32~33

시편 119:60

작사(영어) 및 작곡: Robert B. Baird(1855~1916)

	 1.	촌	 음	 을	 아	 껴	 쓰	 고	 허	 송	 치	 말	 아	 라
	 2.	시	 간	 은	 번	 개	 처	 럼	 날	 아	 사	 라	 지	 니
	 3.	즐	 거	 운	 여	 름	 가	 면	 겨	 울	 이	 오	 나	 니
	 4.	촌	 음	 을	 아	 껴	 쓰	 라	 너	 안	 전	 하	 리	 니

	 어	 둠	 이	 가	 까	 우	 니	 낮	 동	 안	 일	 하	 라
	 왔	 다	 하	 는	 그	 순	 간	 벌	 써	 사	 라	 지	 네
	 우	 리	 모	 든	 즐	 거	 움	 멀	 리	 가	 버	 리	 네
	 빈	 부	 를	 막	 론	 하	 고	 축	 복	 을	 얻	 으	 리

	 그	 누	 가	 해	 붙	 들	 어	 낮	 더	 길	 게	 하	 며
	 마	 음	 두	 지	 않	 으	 면	 기	 회	 도	 가	 버	 려
	 모	 든	 악	 과	 손	 떼	 고	 참	 보	 람	 이	 있	 는
	 신	 중	 히	 행	 동	 하	 고	 맘	 이	 정	 직	 하	 면

	 그	 림	 자	 물	 러	 가	 라	 그	 누	 가	 명	 하	 리
	 이	 생	 도	 빨	 리	 가	 니	 오	 마	 치	 하	 룰	 세
	 참	 생	 활	 하	 기	 어	 찌	 노	 력	 을	 안	 하	 리
	 하	 나	 님	 사	 랑	 축	 복	 도	 움	 나	 눠	 주	 리

가볍게

촌음을 아껴 쓰고
Improve the Shining Moment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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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국 2:14

교리와 성약 45:71

작사(영어): 미상

작곡: Oliver Holden(1765~1844)

	 1.	천	 지	 의	 주	 재	 여	 호	 와	 그	 진	 리	 말	 씀	 을
	 2.	발	 전	 해	 가	 는	 교	 회	 를	 나	 보	 기	 원	 하	 네
	 3.	온	 백	 성	 음	 성	 합	 하	 여	 다	 찬	 양	 드	 리	 세
	 4.	온	 백	 성	 음	 성	 합	 하	 여	 다	 찬	 양	 드	 리	 세

	 온	 세	 상	 에	 전	 파	 하	 세	 주	 이	 름	 다	 알	 —	 게
	 온	 세	 상	 사	 람	 평	 화	 로	 다	 살	 게	 하	 옵	 소	 서
	 새	 로	 운	 왕	 국	 안	 에	 서	 주	 님	 이	 왕	 되	 시	 어
	 이	 기	 쁜	 노	 래	 불	 러	 서	 주	 님	 을	 찬	 양	 하	 세

	 온	 세	 상	 에	 전	 파	 하	 세	 온	 세	 상	 다	 알	 게
	 주	 님	 의	 새	 로	 운	 왕	 국	 자	 라	 게	 하	 소	 서
	 우	 리	 를	 세	 워	 주	 시	 고	 강	 하	 게	 하	 소	 서
	 이	 기	 쁜	 노	 래	 불	 러	 서	 주	 이	 름	 찬	 양	 해

용기를 가지고

천지의 주재 여호와
Jehovah, Lord of Heaven and Earth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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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	 나	 님	 의	 일	 부	 지	 런	 히	 하	 세
	 2.	우	 리	 군	 사	 수	 적	 보	 다	 적	 지	 만
	 3.	의	 의	 일	 할	 때	 두	 려	 워	 말	 아	 라

	 이	 세	 상	 끝	 나	 면	 보	 상	 있	 으	 리	 니
	 결	 단	 코	 후	 퇴	 는	 하	 지	 않	 으	 리	 라
	 하	 나	 님	 언	 제	 나	 가	 까	 이	 계	 시	 니

	 의	 를	 위	 해	 창	 검	 을	 휘	 두	 르	 세
	 영	 광	 스	 런	 보	 이	 지	 않	 는	 도	 움
	 시	 련	 때	 는	 성	 도	 에	 힘	 주	 시	 고

	 힘	 찬	 진	 리	 의	 창	 —	 검
	 우	 리	 영	 원	 히	 받	 —	 네
	 진	 리	 번	 성	 케	 하	 시	 네

힘차게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Let Us All Press On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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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영어) 및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교리와 성약 6:33~37

니파이전서 22:15~17

	 적	 	 의	 	 조	 롱	 두	 려	 워	 말	 고
	 우	 리	 적	 의	 조	 롱	 두	 려	 워	 말	 고	 악	 한

	 악	 	 한	 	 자	 의	 말	 듣	 지	 말	 라	 하	 나
	 자	 의	 훼	 방	 하	 는	 말	 듣	 지	 말	 라	 우	 리

	 님	 	 은	 	 우	 리	 와	 —	 함	 께	 하	 여	 주	 시
	 하	 나	 님	 은	 우	 리	 와	 —	 함	 께	 하	 여	 주	 시

	 니	 	 	 주	 만	 복	 종	 하	 리
	 니	 우	 리	 주	 만	 복	 종	 하	 리	 복	 종	 하	 리



	 1.	어	 서	 오	 라	 주	 일	 아	 침	 모	 든	 근	 심	 잊	 고	 서
	 2.	안	 식	 종	 이	 울	 리	 누	 나	 사	 방	 에	 다	 퍼	 지	 네
	 3.	예	 서	 우	 리	 경	 배	 하	 고	 하	 나	 님	 찬	 송	 하	 네
	 4.	예	 서	 우	 리	 모	 든	 친	 구	 부	 모	 이	 웃	 만	 나	 네

	 안	 식	 의	 날	 기	 도	 의	 날	 어	 서	 모	 두	 모	 —	 이	 라
	 형	 제	 자	 매	 노	 래	 하	 니	 즐	 거	 웁	 고	 기	 —	 쁘	 네
	 기	 쁨	 뿐	 인	 우	 리	 마	 음	 주	 의	 길	 만	 구	 —	 하	 세
	 열	 심	 있	 는	 우	 리	 들	 은	 주	 의	 나	 라	 백	 성	 일	 세

	 주	 일	 학	 교	 참	 —	 석	 하	 면	 선	 생	 님	 이	 반	 기	 고
	 노	 랫	 소	 리	 날	 —	 부	 르	 고	 어	 서	 오	 라	 하	 누	 나
	 아	 직	 우	 리	 나	 이	 어	 리	 나	 계	 시	 의	 책	 갖	 고	 서
	 많	 은	 시	 련	 믿	 음	 키	 우	 고	 진	 리	 는	 고	 귀	 하	 니

	 주	 의	 황	 금	 률	 가	 지	 고	 수	 고	 하	 여	 가	 르	 치	 네
	 음	 악	 소	 리	 반	 겨	 주	 니	 어	 서	 어	 서	 가	 —	 보	 세
	 진	 리	 길	 로	 인	 도	 하	 는	 하	 늘	 말	 씀	 배	 —	 우	 세
	 세	 상	 우	 리	 싫	 어	 해	 도	 이	 폭	 풍	 을	 이	 —	 기	 세

밝게

어서 오라 주일 아침
Welcome, Welcome, Sabbath Morning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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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59:9~10

모사이야서 4:15

작사(영어): Robert B. Baird(1855~1916)
작곡: Ebenezer Beesley(1840~1906)

	 어	 서	 오	 라	 주	 일	 아	 침	 모	 든	 근	 심	 잊	 고	 서

	 안	 식	 의	 날	 기	 도	 의	 날	 어	 서	 모	 두	 모	 이	 라



	 1.	친	 절	 한	 말	 들	 을	 서	 로	 하	 세	 집	 에	 있	 으
	 2.	산	 에	 비	 친	 아	 침	 햇	 빛	 처	 럼	 시	 원	 하	 고

	 나	 어	 디	 나	 숲	 에	 서	 우	 는	 새	 소	 리	 처	 럼
	 도	 즐	 거	 운	 솟	 아	 오	 르	 는	 샘	 소	 리	 처	 럼

	 즐	 거	 웁	 고	 유	 쾌	 한	 소	 리	 불	 평	 하	 는
	 모	 두	 즐	 거	 웁	 게	 말	 하	 세	 상	 냥	 하	 고

	 맘	 즐	 겁	 게	 해	 하	 늘	 에	서	 힘	 소	망	 주	 며
	 친	 절	 한	 말	 은	 우	 리	 들	의	 우	 정	더	 하	 네

진지하게

이중창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Let Us Oft Speak Kind Words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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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둔	 구	 름	 빛	 가	 리	 운	 곳	 사	 랑	 으	 로
	 맘	 과	 맘	 이	 만	 날	 때	 까	 지	 참	 된	 우	 정

	 밝	 게	 빛	 내	 세
	 으	 로	 즐	 기	 세

	 친	 절	 한	 말	 들	 은	 추	 억

	 속	 에	 살	 며	 햇	 빛	 영	 원	 히	 비	 치	 리	 우	 리	 맘	 에	 서

	 솟	 아	 나	 오	 는	 친	 절	 한	 말	 을	 합	 시	 다

에베소서 4:29~32

잠언 16:24

작사(영어): Joseph L. Townsend(1849~1942)
작곡: Ebenezer Beesley(1840~1906)

화음



교리와 성약 1:38

교리와 성약 84:43~45

작사(영어): Joseph L. Townsend(1849~1942)
작곡: Edwin F. Parry(1850~1935)

4. 택함을 받은 이마다
 성령이 도와서
 어떠한 처지에서나
 갈 길 밝혀 주네

5.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말씀
 순종할 진리의 빛을
 얻기 노력하네

	 1.	날	 마	 다	 주	 님	 보	 이	 신	 진	 리	 의	 말	 씀	 과
	 2.	모	 두	 존	 경	 하	 는	 사	 도	 그	 말	 씀	 전	 하	 여
	 3.	주	 영	 감	 받	 은	 선	 지	 자	 충	 고	 하	 여	 주	 며

	 거	 룩	 한	 사	 랑	 의	 말	 이	 하	 늘	 인	 도	 하	 네
	 우	 리	 가	 해	 야	 할	 일	 을	 매	 일	 가	 르	 치	 네
	 악	 한	 맘	 고	 쳐	 주	 시	 고	 선	 한	 계	 명	 주	 네

	 하	 나	 님	 보	 내	 주	 신	 사	 랑	 의	 귀	 한	 말	 씀	 우

	 리	 듣	 는	 귀	 한	 말	 씀	 아	 름	 다	운	 사	랑	 의	 말

기쁘게

날마다 주님 보이신 진리의 말씀
Oh, Holy Words of Truth and Love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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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0:19

시편 16:9, 11

작사(영어): Eliza E. Hewitt(1851~1920)
작곡: John R. Sweney(1837~1899)

	 1.	내	 영	 혼	 이	 햇	 빛	을	 받	 아	 어	 느	 세	 상	 보	 다	 도
	 2.	내	 영	 혼	 에	 음	 악	있	 나	 니	 왕	 께	 드	 리	 는	 노	 래
	 3.	주	 님	 께	 서	 곁	 에	계	 시	 니	 나	 의	 영	 혼	 봄	 일	 세
	 4.	소	 망	 찬	 송	 사	 랑	가	 져	 서	 오	 늘	 내	 맘	 기	 쁘	 네

	 영	 화	 롭	 고	 밝	 게	 비	 치	 니	 예	 수	 는	 나	 의	 빛
	 마	 음	 에	 서	 울	 리	 는	 노	 래	 예	 수	 들	 으	 시	 네
	 화	 평	 스	 런	 비	 둘	 기	 노	 래	 은	 혜	 의	 꽃	 피	 네
	 내	 가	 지	 금	 받	 는	 이	 축	 복	 오	 직	 기	 쁨	 일	 세

	 축	 복	 받	 은	 햇	 빛	 있	 네	 내	 영	 혼	 이	 그	 빛	받	 으	 며

	 예	 수	 웃	 는	 모	 습	 보	 여	 주	 시	 면	 화	평	 행	 복	 뿐	 일	 세

기쁘게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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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33:2~10, 17

교리와 성약 51:19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독일 민속 음악, 18세기

	 1.	때	 가	 임	 박	 하	 니	 온	 세	 상	 에	 기	 쁜	 소
	 2.	어	 려	 우	 나	 네	 의	 무	 게	 을	 리	 말	 고	 네
	 3.	고	 해	 같	 은	 세	 상	 헤	 어	 나	 기	 힘	 드	 나
	 4.	너	 의	 목	 적	 을	 굳	 건	 히	 하	 라	 사	 탄	 이

	 식	 전	 할	 시	 간	 얼	 마	 없	 구	 나	 너	 희	 가	 서
	 친	 구	 되	 신	 구	 주	 를	 따	 르	 라	 우	 리	 겪	 는
	 끝	 날	 까	 지	 견	 디	 는	 자	 들	 은	 천	 사	 축	 복
	 너	 를	 유	 혹	 하	 고	 길	 험	 해	 도	 예	 수	 너	 희

	 전	 하	 라	 속	 히	 가	 서	 들	 어	 라	 회	 개	 하	 라	 천	 국
	 고	 통	 은	 견	 —	 디	 기	 힘	 드	 나	 의	 로	 운	 자	 모	 두
	 하	 며	 면	 류	 —	 관	 을	 갖	 고	 서	 충	 실	 한	 자	 약	 속
	 곁	 에	 늘	 함	 —	 께	 하	 시	 며	 저	 원	 수	 들	 이	 너	 대

	 가	 까	 웠	 네	 다	 회	 개	 하	 라	 천	 국	 가	 까	 웠	 네
	 이	 기	 리	 라	 저	 영	 광	 의	 면	 류	 관	 쓸	 날	 오	 리
	 이	 루	 리	 라	 하	 나	 님	 은	 약	 속	 이	 루	 시	 리	 라
	 적	 하	 여	 도	 주	 님	 은	 항	 상	 너	 를	 지	 키	 시	 리

진지하게

때가 임박하니
The Time Is Far Spent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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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93:23~28

요한복음 18:37~38

작사(영어): John Jaques(1827~1900)
작곡: Ellen Knowles Melling(1820~1905)

	 1.	말	 해	 보	 아	 라	 무	 엇	 이	 진	 리	 냐	 뭇	 보
	 2.	말	 해	 보	 아	 라	 무	 엇	 이	 진	 리	 냐	 신	 이
	 3.	정	 의	 의	 바	 람	 세	 차	 게	 불	 때	 에	 폭	 군
	 4.	때	 를	 초	 월	 한	 진	 리	 는	 무	 어	 냐	 만	 물

	 배	 보	 다	더	 귀	 한	 것	 교	 만	 한	 군	 왕	의	 값	 진
	 나	 사	 람	원	 하	 는	 상	 반	 짝	 이	 는	 진	리	 우	 리
	 의	 옥	 새	떨	 어	 지	 나	 진	 리	 의	 기	 둥	끝	 까	 지
	 의	 시	 종	되	 는	 진	 리	 천	 지	 다	 무	 너	지	 고	 또

	 면	 류	 관	을	 무	 용	 하	 게	 여	 —	 겨	 —
	 찾	 으	 리	니	 깊	 은	 데	 나	 높	 은	 데	 나
	 견	 디	 리	니	 굳	 은	 뿌	 리	 세	 찬	 바	 람
	 한	 멸	 해	도	 진	 리	 만	 이	 모	 —	 든	 것

	 버	 릴	 —	때	 이	 진	 리	 더	 욱	더	 귀	 하	 리
	 나	 가	 리	라	 귀	 하	 고	 귀	 한	소	 망	 일	 세
	 이	 기	 —	고	 잔	 인	 한	 폭	 군	넘	 어	 지	 리
	 이	 기	 —	고	 영	 원	 히	 영	 원	히	 빛	 나	 리

씩씩하게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Oh Say, What Is Truth?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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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6:10~18

니파이후서 28:7~8, 20~28

작사(영어): Joseph L. Townsend(1849~1942)
작곡: William Clayson(1840~1887)

	 1.	이	 스	라	 엘	 시	 온	 군	 대	 언	 약	 된	 날	 의	 자	 녀	 들
	 2.	죄	 의	줄	 에	 대	 열	 지	 은	 무	 수	 한	 저	 —	 적	 보	 라
	 3.	시	 온	위	 해	 공	 격	 하	 고	 적	 에	 게	 검	 —	 휘	 둘	 라
	 4.	전	 쟁	도	 곧	 끝	 이	 나	 고	 진	 리	 의	 적	 —	 패	 하	 리

	 지	 휘	관	 의	 신	 호	 로	 써	 전	 쟁	시	 작	 되	 도	 다
	 이	 스	라	 엘	 희	 망	 들	 아	 승	 리	쟁	 취	 하	 여	 라
	 모	 든	적	 군	 무	 찌	 르	 고	 승	 승	장	 구	 하	 여	 라
	 전	 진	하	 라	 시	 온	 청	 년	 승	 리	의	 관	 얻	 으	 리

	 참	 과	 의	 의	 검	 들	 고	 힘	 차	 게	 일	 어	 서	 라

	 깨	 어	서	 기	 도	 하	 라	 이	 함	성	 으	 로	 이	 기	 자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시온 군대
Hope of Israel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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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42:6

마태복음 24:14

작사(영어): Ruth M. Gardner(1927년생). © 1985 IRI
작곡: Lyall J. Gardner(1926년생). © 1985 IRI

	 1.	신	 앙	 으	 로	 나	 아	 가	 서	 예	 수	 아	 들	 되	 심
	 2.	사	 랑	 으	 로	 나	 아	 가	 서	 깊	 은	 사	 랑	 나	 눌
	 3.	힘	 차	 게	 함	 께	 회	 복	 된	 복	 음	 을	 말	 하	 세

	 증	 거	 —	 하	 고	 기	 이	 한	 말	 씀	 을	 전	 하	 세
	 가	 족	 의	 기	 쁨	 세	 상	 에	 다	 전	 —	 파	 하	 세
	 예	 수	 그	 리	 스	 도	 통	 해	 영	 생	 —	 을	 얻	 고

	 희	 망	 과	 용	 기	 로	 널	 리	 말	 씀	 을	 전	 하	 고
	 보	 상	 을	 바	 라	 지	 않	 고	 최	 선	 을	 다	 하	 면
	 말	 씀	 듣	 는	 자	 주	 님	 을	 다	 찬	 양	 하	 도	 록

	 인	 간	 이	 모	 두	 하	 나	 님	 자	 녀	 됨	 알	 리	 세
	 주	 님	 섬	 기	 는	 기	 쁨	 을	 다	 알	 게	 되	 리	 라
	 평	 화	 와	 기	 쁨	 사	 랑	 의	 진	 리	 를	 전	 하	 세

열정적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서
Go Forth with Faith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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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	 리	 내	 맘	 비	 춰	 주	 니	 복	 음	 빛	 나	 타	 나	 네
	 2.	온	 유	 하	 고	 겸	 손	 하	 라	 예	 수	 말	 씀	 하	 셨	 네
	 3.	네	 눈	 속	 에	 티	 가	 있	 다	 말	 한	 적	 이	 있	 었	 네

	 성	 령	 거	 스	 르	 는	 자	 에	 화	 가	 있	 을	 지	 어	 다
	 순	 결	 하	 기	 원	 하	 는	 자	 사	 랑	 품	 어	 야	 되	 고
	 만	 일	 너	 내	 친	 구	 라	 면	 티	 빼	 내	 게	 하	 여	 라

	 비	 판	 받	 지	 않	 으	 려	 면	 비	 판	 하	 지	 말	 아	 라
	 주	 의	 모	 든	 계	 명	 즐	 겨	 순	 종	 하	 여	 야	 하	 리
	 그	 러	 나	 내	 시	 력	 매	 우	 희	 미	 하	 여	 못	 보	 네

	 비	 판	 하	 는	 분	 량	 대	 로	 비	 판	 받	 게	 되	 리	 라
	 이	 웃	 진	 정	 사	 랑	 하	 면	 좁	 은	 길	 걷	 는	 잘	 세
	 내	 눈	 속	 에	 들	 보	 있	 어	 보	 지	 못	 한	 연	 골	 세

생각 깊게

이중창

진리 내 맘 비춰 주니
Truth Reflects upon Our Senses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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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7:1~5

앨마서 41:14~15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후렴 작사 M. E. Abbey
작곡: Charles Davis Tillman(1861~1943)

4. 내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그의 티끌을
 닦아 내기 원하리라
 밝게 볼 수 있도록
 내 들보도 뽑아 내기
 심히 원하옵나니
 회개하는 내 눈물이
 뽑아 내어 주겠네

5. 자비 사랑 고쳐 주어
 밝게 보게 해 주네
 내 형제의 잘못 볼 때
 나도 온전치 않네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의 목적 되리니
 들보 앞에 작은 티끌
 거품 같은 것일세

	 복	 된	 주	 여	 우	 리	 들	 을	 인	 도	 하	 여	 주	 소	 서

	 기	 쁨	 넘	 친	 저	 언	 덕	 에	 천	 사	 기	 다	 립	 니	 다

화음



	 1.	맘	 에	 햇	 빛	 있	 으	 면	 네	 길	 밝	 힐	 수	 있	 고
	 2.	맘	 에	 햇	 빛	 있	 으	 면	 비	 록	 작	 은	 일	 에	 도
	 3.	맘	 에	 햇	 빛	 있	 으	 면	 궁	 핍	 한	 네	 이	 웃	 에
	 4.	맘	 에	 햇	 빛	 있	 으	 면	 괴	 롬	 많	 은	 세	 상	 에

	 어	 둠	 비	 출	 수	 있	 네	 맘	 에	 햇	 빛	 있	 으	 면
	 노	 여	 워	 하	 는	 자	 께	 부	 드	 런	 말	 하	 나	 니
	 친	 절	 베	 풀	 수	 있	 고	 맘	 에	 햇	 빛	 있	 으	 면
	 기	 쁘	 게	 살	 수	 있	 고	 맘	 에	 햇	 빛	 있	 으	 면

	 영	 혼	 하	 늘	 빛	 채	 워	 어	 둔	 그	 림	 자	 물	 리	 치	 네
	 맘	 에	 햇	 빛	 있	 으	 면	 오	 늘	 하	 늘	 복	 가	 져	 오	 네
	 그	 의	 근	 심	 걱	 정	 을	 오	 늘	 덜	 어	 줄	 수	 있	 겠	 네
	 완	 전	 한	 빛	 으	 로	 써	 네	 영	 사	 랑	 으	 로	 자	 라	 리

	 맘	 에	 햇	 빛	 있	 으	 면	 	 	 밤	 을
	 	 	 	 	 햇	 빛	 있	 으	 면

밝게

맘에 햇빛 있으면
You Can Make the Pathway Brigh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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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으	 로	 바	 꿀	 햇	 빛	 보	 낼	 수	 있	 네	 맘	 에

	 햇	 빛	 있	 으	 면	 	 	 오	 늘	 맘	 에	 근	 심	 없	 애	 리
	 	 	 햇	 빛	 있	 으	 면

	 만	 복	 의	 근	 원	 하	 나	 님	 온	 백	 성	 찬	 송	 드	 리	 고

	 천	 국	 무	 리	 찬	 송	 하	 라	 아	 버	 지	 와	 아	 들	 성	 신

시편 148:1~2, 10~14

에베소서 1:3

모사이야서 2:17, 41

베드로전서 3:8~12

작사(영어): Thomas Ken(1637~1711)
작곡: Louis Bourgeois(1510년경~1561). 출처: Genfer Psalter, 16세기

작사(영어): Helen Silcott Dungan(1899년경)
작곡: James M. Dungan(1851~1925)

당당하게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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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	 상	 은	 즐	 겨	 일	 하	 는	 일	 꾼	 필	 요	 하	 네
	 2.	교	 회	 는	 즐	 겨	 돕	 —	 는	 일	 꾼	 필	 요	 하	 네
	 3.	게	 을	 리	 바	 라	 보	 기	 만	 하	 지	 를	 말	 아	 라
	 4.	네	 힘	 과	 열	 을	 다	 하	 여	 일	 기	 도	 힘	 쓰	 라

	 나	 가	 선	 한	 일	 행	 하	 라	 네	 온	 정	 성	 다	 하	 여
	 하	 여	 야	 할	 일	 많	 으	 니	 네	 온	 정	 성	 다	 하	 여
	 죄	 와	 더	 불	 어	 싸	 우	 길	 네	 온	 정	 성	 다	 하	 여
	 모	 든	 가	 치	 있	 는	 일	 에	 네	 온	 정	 성	 다	 하	 여

	 기	 쁜	 찬	 송	 부	 르	 며	 나	 아	 가	 서
	 	 	 	 	 	 	 	 	 	 나	 아	 가	 서

	 너	 의	 의	 무	 다	 하	 라	 쉬	 지	 말	 고
	 	 	 	 	 	 	 	 	 	 쉬	 지	 말	 고

열정적으로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Put Your Shoulder to the Wheel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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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	 거	 이	 모	 든	 일	 하	 여	 세	 상	 교	 회	 빛	 내	 세

	 1.	성	 도	 들	 아	 성	 전	 에	 가	 서
	 2.	승	 —	 영	 의	 계	 획	 —	 배	 워
	 3.	위	 대	 하	 신	 주	 엘	 —	 로	 힘

	 인	 도	 하	 는	 길	 찾	 고	 산	 자	 들	 과
	 주	 의	 율	 법	 따	 라	 서	 하	 나	 님	 의
	 성	 전	 에	 서	 일	 할	 때	 사	 랑	 하	 는

	 죽	 은	 —	 자	 를	 영	 원	 히	 인	 —	 봉	 하	 세
	 축	 복	 —	 위	 해	 결	 봉	 의	 성	 약	 을	 맺	 세
	 자	 녀	 들	 에	 게	 하	 늘	 권	 능	 —	 주	 소	 서

교리와 성약 109:13~21

교리와 성약 132:46

교리와 성약 58:26~28

교리와 성약 107:99

작사(영어): Jean L. Kaberry(1918~1997). © 1985 IRI
작곡: Robert P. Manookin(1918~1997). © 1985 IRI

작사(영어) 및 작곡: Will L. Thompson(1847~1909)

단호하게

성도들아 성전에 가서
Rise, Ye Saints, and Temples Enter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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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의	 일	 선	 택	 하	 여	 생	 활	 하	 라	 성	 령
	 2.	유	 혹	 이	 너	 를	 엄	 습	 하	 여	 올	 때	 너	 의
	 3.	의	 의	 일	 선	 택	 할	 때	 화	 평	 있	 고	 마	 음

	 이	 너	 인	 도	 하	 리	 라	 의	 안	 에	 너	 의
	 영	 위	 축	 되	 지	 않	 게	 영	 감	 의	 능	 력
	 에	 참	 안	 정	 깃	 들	 리	 너	 하	 는	 모	 든

	 마	 음	 떠	 맡	 길	 때	 진	 리	 빛	 비	 춰	 주	 리	 라
	 힘	 을	 입	 어	 선	 악	 가	 리	 어	 행	 동	 하	 여	 라
	 일	 을	 돌	 아	 보	 아	 주	 축	 복	 얻	 게	 하	 여	 라

	 의	 의	 일	 택	 하	 라	 지	 혜	 네	 앞	 길	 이	 끄	 니

밝게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Choose the Right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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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나이서 7:45~48

요한복음 17:20~23

모로나이서 7:16~17

니파이후서 2:27~28

작사(영어) 및 작곡: Lorin F. Wheelwright(1909~1987).  
© 1969, 1985 Lorin F. Wheelwright.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작사(영어): Joseph L. Townsend(1849~1942)
작곡: Henry A. Tuckett(1852~1918)

	 의	 의	 일	 행	 하	 면	 주	 너	 를	 축	 복	 하	 시	 리

	 1.	사	 랑	 은	 예	 수	 께	 영	 광	 돌	 려	 주	 의	 뜻
	 2.	사	 랑	 은	 가	 족	 을	 매	 어	 내	 마	 음	 영	 원
	 3.	사	 랑	 은	 실	 패	 를	 덮	 고	 쓴	 것	 도	 달	 게
	 4.	주	 여	 나	 개	 심	 케	 하	 사	 원	 수	 들	 도	 친

	 이	 루	 고	 다	 하	 나	 되	 게	 하	 네	 사	 랑
	 히	 주	 께	 향	 하	 게	 하	 여	 주	 네	 사	 랑
	 해	 주	 며	 온	 전	 케	 하	 여	 주	 네	 사	 랑
	 구	 되	 게	 영	 원	 히	 이	 끄	 소	 서	 사	 랑

	 으	 로	 내	 영	 혼	 가	 득	 채	 우	 리	 라
	 으	 로	 내	 영	 혼	 가	 득	 채	 우	 리	 라
	 으	 로	 내	 영	 혼	 가	 득	 채	 우	 리	 라
	 으	 로	 내	 영	 혼	 가	 득	 채	 우	 리	 라

평화롭게

사랑은 예수께 영광 돌려
O Love That clorifies the Son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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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27:15~18

디모데전서 6:12

작사(영어) 및 작곡: John M. Chamberlain(1844~1928)

	 1.	면	 류	 관	 위	 해	 영	 광	 향	 해	 전	 진	 하	 여	 나	 가	 세
	 2.	매	 일	 우	 리	 가	 려	 —	 하	 는	 하	 늘	 향	 해	 나	 가	 세
	 3.	반	 짝	 이	 는	 보	 좌	 에	 모	 여	 속	 함	 받	 은	 자	 함	 께

	 우	 리	 무	 장	 정	 비	 —	 하	 고	 버	 려	 두	 지	 않	 겠	 네
	 모	 든	 선	 행	 면	 류	 관	 얻	 을	 본	 향	 으	 로	 이	 끄	 네
	 능	 력	 자	 비	 지	 니	 신	 구	 주	 영	 원	 토	 록	 찬	 양	 해

	 본	 향	 향	 해	 나	 아	 가	 세	 저	 밝	 은	 땅	 을	 향	 하	 여

	 영	 생	 위	 해	 일	 하	 리	 니	 우	 리	 인	 도	 하	 는	 별

힘차게

면류관 위해 영광 향해
We Are Marching On to Glory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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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6:1~4

모사이야서 4:13~15

작사(영어): Carolyn Hamilton Klopfer(1936년생). © 1985 IRI
작곡: W. Herbert Klopfer(1936년생). © 1985 IRI

	 1.	사	 랑	 넘	 치	 는	 우	 리	 집	 지	 상	 의	 천	 국	 —
	 2.	온	 가	 족	 이	 서	 로	 모	 여	 사	 랑	 불	 밝	 히	 고
	 3.	매	 일	 가	 족	 기	 도	 로	 써	 주	 님	 사	 랑	 느	 껴

	 하	 늘	 행	 복	 기	 쁨	 축	 복	 내	 —	 려	 오	 니
	 기	 —	 쁘	 게	 주	 섬	 기	 며	 진	 리	 로	 자	 라
	 말	 씀	 으	 로	 굳	 건	 하	 고	 영	 충	 만	 할	 때

	 따	 스	 함	 과	 친	 절	 과	 평	 안	 함	 과	 사	 랑	 은
	 부	 모	 는	 가	 르	 치	 고	 자	 녀	 는	 순	 종	 하	 여
	 감	 사	 찬	 송	 드	 리	 니	 아	 버	 지	 여	 우	 리	 를

	 우	 리	 집	 을	 작	 은	 천	 국	 만	 들	 —	 어	 주	 네
	 우	 리	 머	 물	 하	 늘	 가	 정	 이	 루	 어	 지	 겠	 네
	 천	 국	 가	 정	 가	 는	 길	 로	 인	 도	 —	 하	 소	 서

밝게

사랑 넘치는 우리 집
Home Can Be a Heaven on Earth (298)

166



	 1.	들	 으	 라	 만	 방	 하	 늘	 음	 성	 온	 세	 상	 모	 두
	 2.	암	 흑	 속	 에	 서	 헤	 맨	 우	 리	 아	 침	 이	 오	 길
	 3.	택	 함	 받	 은	 자	 주	 님	 섬	 겨	 만	 방	 —	 백	 성

	 기	 뻐	 하	 네	 영	 광	 의	 천	 사	 진	 리	 회	 복
	 기	 다	 렸	 네	 다	 기	 뻐	 하	 라	 밤	 이	 지	 나
	 나	 아	 가	 서	 힘	 차	 게	 진	 리	 널	 리	 외	 쳐

	 온	 세	 상	 외	 치	 네
	 진	 리	 회	 복	 되	 네	 하	 늘	 영	 광
	 주	 말	 씀	 전	 하	 라

	 보	 —	 좌	 에	 서	 진	 리	 복	 음	 빛	 —	 비	 치	 네

담대하게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Hark, All Ye Nations!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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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43:15~16

요한복음 21:15~17

교리와 성약 133:36~38

교리와 성약 128:19~21

작사(영어) 및 작곡: Lorin F. Wheelwright(1909~1987).  
© 1958, 1985 Lorin F. Wheelwright.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작사(영어): Louis F. Mönch(1847~1916)의 독일어 작사에 근거함. 

© 1985 IRI
작곡: George F. Root(1820~1895)

	 태	 양	 —	 처	 럼	 밝	 은	 —	 빛	 온	 누	 리	 비	 추	 네

	 1.	영	 감	 으	 로	 가	 르	 치	 는	 축	 복	 허	 락	 하	 소	 서
	 2.	어	 둠	 속	 에	 있	 는	 친	 구	 찾	 게	 도	 와	 주	 소	 서
	 3.	이	 해	 로	 마	 음	 가	 득	 차	 주	 께	 화	 답	 게	 하	 고
	 4.	길	 잃	 은	 어	 린	 양	 찾	 아	 보	 호	 하	 게	 하	 소	 서

	 높	 고	 거	 —	 룩	 한	 영	 혼	 소	 망	 하	 게	 하	 소	 서
	 성	 령	 의	 빛	 으	 로	 영광	 의	 길	 비	 쳐	 주	 옵	 소	 서
	 우	 정	 과	 —	 사	 랑	 으	 로	 품	 어	 주	 —	 옵	 소	 서
	 목	 자	 되	 어	 어	 —	 린	 양	 먹	 이	 게	 하	 옵	 소	 서

열렬하게

영감으로 가르치는 축복
Help Me Teach with Inspiration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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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	 라	 당	 당	 한	 군	 대	 깃	 발	 휘	 날	 리	 며
	 2.	당	 당	 한	 왕	 의	 군	 대	 적	 이	 에	 워	 싸	 나
	 3.	전	 쟁	 이	 모	 두	 끝	 나	 분	 쟁	 사	 라	 질	 때

	 인	 생	 의	 전	 쟁	 마	 당	 에	 돌	 진	 해	 나	 가	 네
	 흔	 들	 리	 지	 않	 고	 —	 서	 용	 기	 백	 배	 하	 네
	 평	 화	 의	 골	 짜	 기	 —	 에	 안	 전	 히	 모	 여	 서

	 단	 결	 되	 고	 강	 하	 고	 대	 담	 한	 용	 사	 들
	 믿	 음	 을	 굳	 게	 하	 라	 지	 휘	 관	 외	 치	 니
	 보	 좌	 위	 에	 앉	 으	 신	 영	 원	 한	 임	 금	 께

	 주	 예	 수	 대	 장	 따	 라	 함	 성	 도	 드	 높	 게
	 번	 쩍	 이	 는	 신	 호	 에	 울	 리	 는	 그	 함	 성
	 영	 원	 무	 궁	 하	 도	 록	 그	 이	 름	 찬	 양	 해

담대하게

보라 당당한 군대
Behold! A Royal Army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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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	 세	 이	 기	세	 주	 우	 리	 구	 원	 했	 으	 니	 우	 리	 의

	 주	 님	 은	 예	 수	 그	 리	 스	 도	 이	 기	 세	 이	 기	 세

	 이	 기	 세	 주	 예	 수	 따	 라	 서
	 	 	 	 	 	 	 	 구	 주	 예	 수

디모데후서 2:3, 22

교리와 성약 104:82

작사(영어): Fanny J. Crosby(1820~1915)
작곡: Adam Geibel(1855~1933)

제창

화음



니파이전서 15:23~25

니파이전서 8장, 12:17

작사(영어): Joseph L. Townsend(1849~1942)
작곡: William Clayson(1840~1887)

	 1.	옛	 선	 지	 니	 파	 이	 에	 게	 한	 시	 현	 보	 였	 네
	 2.	이	 세	 상	 살	 아	 갈	 동	 안	 유	 혹	 이	 닥	 쳐	 와
	 3.	그	 유	 혹	 힘	 이	 자	 라	 나	 내	 갈	 길	 막	 히	 나

	 거	 룩	 한	 말	 씀	 뜻	 하	 는	 쇠	 막	 대	 기	 시	 현
	 어	 두	 움	 의	 안	 개	 속	 을	 지	 날	 때	 있	 으	 나
	 막	 대	 기	 에	 의	 지	 하	 면	 주	 도	 와	 주	 시	 리

	 잡	 으	 라	강	 한	 막	 대	 기	 하	 나	 님	 의	 말	 씀

	 그	 막	 대	 기	 우	 릴	 안	 전	 히	 인	 도	 하	 여	 주	 리

담대하게

쇠막대
The Iron Rod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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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38:46~48

교리와 성약 128:17~18, 22~24

작사(영어): Paul L. Anderson(1946년생). © 1983  
Paul L. Anderson과 Lynn R. Carson

작곡: Gaylen Hatton(1928~2008). © 1985 IRI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4. 손에서 손으로 매일
 막대기 따라서
 간절한 기도 노래로
 우리 길 가려네

5. 그 막대 인도하여 줄
 안식처 멀어도
 축복된 천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

너희 마음 돌이켜라
Turm Your Hearts (291)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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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	 희	 마	 음	 돌	 이	 켜	 라	 주	 님	 이	 오
	 2.	후	 기	 에	 는	 엘	 리	 야	 가	 훌	 륭	 한	 계
	 3.	돌	 아	 가	 신	 선	 조	 에	 게	 너	 희	 마	 음
	 4.	앞	 으	 로	 올	 후	 손	 에	 게	 너	 희	 사	 랑

	 시	 리	 니	 말	 라	 기	 의	 예	 언	 대	 로	 산	 자
	 획	 세	 워	 온	 세	 대	 의	 모	 든	 인	 류	 결	 봉
	 돌	 리	 고	 열	 심	 히	 저	 들	 을	 찾	 아	 성	 전
	 돌	 리	 고	 성	 전	 에	 서	 봉	 사	 하	 며	 의	 의

	 들	 과	 죽	 은	 자	 의	 승	 영	 을	 준	 비	 하	 라
	 하	 는	 좋	 은	 약	 속	 상	 기	 시	 켜	 주	 리	 라
	 에	 서	 인	 봉	 하	 여	 저	 들	 과	 하	 나	 되	 라
	 생	 활	 함	 으	 로	 써	 저	 들	 을	 축	 복	 하	 라



	 1.	괴	 로	움	 과	 슬	 픔	 많	 은	세	 상	 에	 외	 로	 웁	 고
	 2.	조	 그	마	 한	 친	 절	 세	 상	밝	 히	 니	 세	 상	 매	 일
	 3.	흐	 린	날	 에	 기	 쁜	 노	 래	부	 르	 고	 불	 평	 하	 는

	 궁	 핍	 한	 자	 많	 은	 데	 네	 가	는	 곳	 마	 다	 얼	 마
	 친	 절	 심	 히	 원	 하	 네	 너	 의	노	 래	 용	 기	 사	 랑
	 자	 께	 용	 기	 주	 어	 라	 대	 담	하	 고	 힘	 찬	 신	 앙

	 나	 많	 은	 기	 쁨	 과	 위	 안	 을	 줄	 수	 있	 느	 냐
	 가	 지	 고	 괴	 로	 운	 자	 도	 와	 줄	 수	 있	 으	 리
	 가	 지	 고	 미	 소	 햇	 빛	 세	 상	 널	 리	 퍼	 치	 세

	 네	 	 	 길	 을	 따	 라	 매	 일	걸	 을	 때	 	 에	 기	 쁨	 축	 복
	 네	가	는	길	 을	 따	 라	 매	 일	걸	 	 을	 때	에

즐겁게

빛을 던져 주어라
Scatter Sunshine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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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을	 던	 져	 주	 어	 라	 	 	 던	 져	 주	 어	 라
	 	 	 	 	 	 	 주	 어	 라

	 1.	선	 —	 한	 영	 향	 주	 는	 삶	 주	 자	 비
	 2.	우	 리	 의	 신	 앙	 키	 우	 며	 우	 리	 의
	 3.	내	 선	 한	 친	 구	 떠	 나	 면	 내	 맘	 에
	 4.	사	 랑	 과	 평	 화	 나	 누	 고	 구	 주	 께

	 더	 하	 여	 주	 네	 선	 행	 을	 하	 는
	 삶	 을	 높	 이	 는	 주	 닮	 은	 우	 리
	 그	 리	 움	 남	 네	 그	 친	 구	 향	 한
	 헌	 신	 하	 라	 는	 합	 당	 한	 친	 구

	 자	 통	 해	 하	 늘	 의	 축	 복	 주	 소	 서
	 친	 구	 들	 주	 께	 서	 주	 신	 큰	 은	 사
	 추	 억	 은	 주	 께	 로	 나	 를	 이	 끄	 네
	 주	 시	 니	 나	 주	 를	 찬	 양	 합	 니	 다

잠언 17:17, 4:18

교리와 성약 42:45~46

시편 100:2

야고보서 1:27

작사(영어): Karen Lynn Davidson(1943년생). © 1985 IRI
작곡: A. Laurence Lyon(1934~2006). © 1985 IRI

작사(영어): Lanta Wilson Smith
작곡: Edwin O. Excell(1851~1921)

생각 깊게

선한 영향 주는 삶
Each Life That Touches Ours for Good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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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의	 집	 에	 사	 랑	 이	 차	 고	 넘	 치	 면	 모	 든	 것	 아
	 2.	나	 의	 집	 에	 사	 랑	 이	 차	 고	 넘	 치	 면	 미	 움	 시	 기
	 3.	나	 의	 집	 에	 사	 랑	 이	 차	 고	 넘	 치	 면	 천	 지	 다	 웃

	 름	 답	 고	 즐	 거	 웁	 도	 다	 화	 평	 과	 기	 쁨	 미	 소
	 다	 없	 고	 기	 쁨	 뿐	 일	 세	 발	 아	 래	 장	 미	 피	 고
	 어	 주	 고	 사	 랑	 넘	 치	 네	 노	 래	 하	 는	 시	 냇	 물

	 어	 디	 나	 깃	 들	 리	 니	 세	 월	 은	 행	 복	 하	 고
	 온	 세	 상	 기	 쁜	 동	 산	 생	 명	 주	 고	 축	 복	 을
	 맑	 고	 푸	 른	 저	 하	 늘	 저	 기	 높	 은	 보	 좌	 에

	 풍	 성	 뿐	 일	 세	 나	 의	 집	 내	 사	 랑
	 온	 전	 히	 하	 네	 나	 의	 집	 내	 사	 랑
	 주	 님	 도	 웃	 네	 나	 의	 집	 내	 사	 랑

열렬하게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Love at Home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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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라맨서 14:30~31

니파이후서 10:23~24

작사(영어): 미상(1805년경), 보스톤.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Roger L. Miller(1937년생). © 1985 IRI

	 세	 월	 도	 행	 복	 하	 다	 내	 집	 내	 사	 랑
	 생	 명	 주	 고	 축	 복	 을	 온	 전	 히	 하	 네
	 저	 기	 높	 은	 보	 좌	 에	 주	 님	 도	 웃	 네

	 1.	인	 간	 이	 선	 택	 의	 지	 로	 무	 슨	 일
	 2.	지	 혜	 와	 사	 랑	 빛	 으	 로	 바	 르	 게
	 3.	자	 유	 와	 이	 성	 있	 어	 서	 만	 물	 의
	 4.	우	 리	 의	 힘	 의	 지	 말	 고	 진	 리	 와

	 하	 나	 자	 유	 니	 영	 원	 하	 신	 진
	 훈	 계	 하	 시	 고	 친	 절	 과	 선	 하
	 영	 장	 되	 나	 니	 만	 일	 에	 이	 성
	 선	 을	 택	 하	 면	 주	 크	 신	 사	 랑

	 리	 있	 어	 인	 간	 을	 강	 압	 하	 잖	 네
	 심	 으	 로	 주	 결	 코	 억	 압	 하	 잖	 네
	 없	 다	 면	 금	 수	 와	 다	 를	 것	 없	 네
	 은	 혜	 로	 더	 욱	 발	 전	 해	 나	 가	 리

진지하게

인간이 선택의지로
Know This, That Every Soul Is Free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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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이야서 4:14~15

전도서 9:9

작사(영어) 및 작곡: John Hugh McNaughton(1829~1891)



	 1.	아	 직	 대	 낮	 동	 안	 힘	 써	 일	 하	 라	 인
	 2.	금	 은	 보	 다	 귀	 한	 보	 화	 구	 하	 라	 우
	 3.	오	 늘	 선	 과	 덕	 성	 진	 리	 구	 하	 라	 네

	 내	 로	 써	 오	 	 늘	 의	 무	 다	 하	 라	 오
	 리	 안	 에	 평	 	 화	 기	 쁨	 찾	 으	 리	 네
	 생	 의	 금	 관	 	 청	 춘	 의	 은	 혜	 니	 심

	 늘	 새	 들	 노	 래	 하	 는	 동	 안
	 맘	 속	 비	 추	 는	 보	 화	 찾	 고
	 장	 고	 동	 칠	 때	 참	 되	 어	 라

	 인	 생	 의	 기	 쁨	 찬	 미	 하	 여	 라
	 선	 한	 이	 상	 을	 추	 구	 하	 여	 라
	 꾸	 준	 하	 고	 도	 성	 실	 하	 여	 라

힘차게

아직 대낮 동안 힘써 일하라
Today, While the Sun Shines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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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64:23~25, 33

신앙개조 제13조

작사(영어): L. Clark(1883년경) 개사

작곡: Evan Stephens(1854~1930)

	 오	 늘	 오	 늘	 힘	 써	 일	 하	 라	 오	 늘	 오

	 늘	 의	 무	 다	 하	 라	 일	 을	 할	 수	 있	 는	 오

	 늘	 내	 일	 은	 없	 나	 니	 오	 늘	 뿐	 일	 세



	 1.	의	 의	 일	 하	 세	 날	 은	 밝	 는	 다	 자	 유	 와
	 2.	의	 의	 일	 하	 세	 속	 박	 풀	 리	 네	 노	 예	 의
	 3.	의	 의	 일	 하	 세	 두	 려	 워	 말	 고	 저	 기	 목

	 빛	 맞	 아	 들	 여	 오	 세	 우	 리	 일	 천	 사	 가
	 고	 리	 도	 쓸	 데	 없	 네	 소	 망	 에	 눈	 이	 떠
	 표	 향	 해	 전	 진	 하	 세	 흘	 리	 는	 이	 눈	 물

	 다	 기	 록	 하	 니	 언	 제	 나	 옳	 은	 일	 만	 행	 하	 세
	 괴	 롬	 이	 없	 고	 진	 리	 로	 힘	 차	 게	 전	 진	 하	 세
	 곧	 마	 르	 리	 니	 축	 복	 만	 우	 리	 를	 기	 다	 리	 네

	 의	 의	 일	 하	 세	 보	 람	 있	 으	 리	 니	 힘	 다	 해

단호하게

의의 일하세
Do What Is Righ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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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를	 쟁	 취	 하	 세	 강	 한	 맘	 품	 고	 서

	 내	 일	 을	 보	 세	 하	 나	 님	 보	 호	 해	 주	 시	 리	 니

	 1.	하	 나	 님	 이	 루	 시	 는	 일	 참	 오	 묘	 하	 구	 나
	 2.	너	 용	 기	 새	 로	 이	 하	 라	 구	 름	 가	 리	 우	 나
	 3.	주	 목	 적	 이	 루	 어	 지	 니	 처	 음	 엔	 쓰	 지	 만
	 4.	불	 신	 앙	 자	 눈	 먼	 자	 니	 그	 의	 일	 헛	 되	 네

	 그	 경	 륜	 측	 량	 못	 하	 고	 참	 기	 이	 하	 도	 다
	 주	 큰	 사	 랑	 너	 를	 돕	 고	 또	 축	 복	 하	 시	 리
	 나	 중	 에	 는	 너	 를	 돕	 고	 또	 축	 복	 하	 시	 리
	 질	 서	 있	 게	 운	 행	 시	 켜	 놀	 라	 게	 하	 시	 네

위엄 있게

하나님 이루시는 일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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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07:23~31

로마서 8:28

작사(영어): William Cowper(1731~1800)
작곡: William B. Bradbury(1816~1868)

신명기 6:17~18

힐라맨서 10:4~5

작사(영어): 미상, The Psalms of Life, 보스톤(1857)
작곡: George Kaillmark(1781~1835)



	 1.	싸	 움	 끝	 나	 는	 날	 까	 지	 다	 응	 모	 한	 기	 쁜	 우	리
	 2.	전	 쟁	 터	 의	 함	 성	 소	 리	 들	 어	 보	 라	 모	 두	 오	라
	 3.	천	 국	 을	 위	 해	 세	 상	 이	 적	 되	 나	 니	 기	 쁘	 도	다

	 기	 쁜	 우	 리	 예	 비	 된	 금	 관	 보	 아	 라	 병	 사	 들	 아
	 모	 두	 오	 라	 지	 원	 자	 그	 뉘	 냐	 우	 리	 기	 다	 리	 니
	 기	 쁘	 도	 다	 입	 대	 하	 여	 노	 래	 하	 며	 진	 군	 하	 니

	 우	 리	 승	 리	 하	 고	 곧	 쓰	 세	 급	 히	 달	 리	 세	 전	 쟁	 터	 로
	 십	 자	 가	 를	 둘	 러	 모	 이	 세	 우	 리	 대	 장	 이	 날	 부	 르	 니
	 승	 리	 의	 때	 멀	 지	 않	 도	 다	 두	 려	 워	 할	 것	 하	 나	 없	 네

	 진	 리	 로	 투	 구	 방	 패	 삼	 고	 깃	 발	 을	 높	 여
	 일	 각	 일	 촌	 들	 지	 체	 하	 랴	 구	 주	 를	 위	 해
	 우	 리	 의	 대	 장	 예	 수	 님	 이	 보	 호	 하	 시	 고

열정적으로

싸움 끝나는 날까지
We Are All Enlisted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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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당	 하	 게	 다	 기	 쁘	 고	 즐	 겁	 게	 개	 가	 부	 르	 세
	 가	 싸	 우	 세	 다	 기	 쁘	 고	 즐	 겁	 게	 개	 가	 부	 르	 세
	 격	 려	 하	 니	 다	 기	 쁘	 고	 즐	 겁	 게	 개	 가	 부	 르	 세

	 싸	 움	 끝	 나	 는	 날	 까	 지	 다	 응	 모	 한	 기	 쁜	 우

	 리	 기	 쁜	 우	 리	 예	 비	 된	 금	 관	 보	 아	 라

	 병	 사	 들	 아	 우	 리	 승	 리	 하	 고	 곧	 쓰	 세

디모데후서 2:3, 4:7~8

에베소서 6:10~18

작사(영어): 미상, The New Golden Chain, 뉴욕(1866)
작곡: William B. Bradbury(1816~1868)



교리와 성약 6:33

시편 126:5~6

작사(영어): 미상. Pure Diamonds, 클리브랜드(1872)
작곡: Henry A. Tuckett(1852~1918)

	 1.	아	 침	 저	 녁	 매	 일	 같	 이	 선	 악	 의	 씨	 뿌	 리	 네
	 2.	쓸	 쓸	 한	 숲	 험	 한	 골	 짝	 계	 곡	 에	 도	 뿌	 리	 네
	 3.	변	 함	 없	 는	 주	 의	 축	 복	 옥	 토	 에	 도	 뿌	 리	 네
	 4.	우	 리	 약	 함	 아	 신	 주	 님	 씨	 홀	 로	 두	 지	 않	 네

	 낮	 은	 밭	 평	 야	 위	 에	 나	 바	 람	 부	 는	 언	 덕	 위	 에	 나
	 무	 리	 중	 에	 뿌	 려	 진	 씨	 뭇	 발	 아	 래	 밟	 —	 혀	 지	 나
	 씨	 는	 홀	 로	 자	 라	 나	 네	 뿌	 리	 는	 자	 가	 —	 버	 려	 도
	 주	 님	 천	 사	 하	 강	 하	 사	 값	 진	 곡	 식	 보	 —	 호	 하	 리

	 좋	 은	 땅	 에	 뿌	 린	 씨	 나	 마	 른	 땅	 에	 뿌	 린	 씨
	 믿	 음	 으	 로	 뿌	 려	 진	 씨	 주	 가	 기	 억	 하	 시	 고
	 말	 한	 마	 디	 숨	 한	 번	 에	 축	 복	 의	 씨	 뿌	 리	 네
	 모	 든	 들	 은	 영	 광	 차	 고	 충	 만	 히	 익	 은	 곡	 식

	 당	 신	 께	 서	 보	 호	 하	 사	 고	 이	 크	 게	 하	 소	 서
	 믿	 음	 없	 이	 뿌	 려	 진	 씨	 주	 님	 이	 잊	 으	 시	 리
	 뿌	 린	 씨	 의	 생	 사	 모	 두	 우	 리	 에	 게	 달	 렸	 네
	 고	 난	 중	 에	 뿌	 려	 진	 씨	 영	 생	 열	 매	 넘	 치	 리

단호하게

아침 저녁 매일같이
We Are Sowing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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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라맨서 5:12

시편 62:1~2

작사(영어): Joseph L. Townsend(1849~1942)
작곡: William Clayson(1840~1887)

	 1.	예	 수	 님	 은	 구	 원	 반	 석	 온	 세	 상	 의	 구	 세	 주
	 2.	죄	 와	 대	 적	 하	 는	 우	 리	 의	 를	 위	 해	 싸	 우	 자
	 3.	전	 진	 하	 며	 노	 래	 하	 세	 진	 리	 향	 해	 나	 갈	 때
	 4.	신	 앙	 위	 해	 싸	 운	 우	 리	 승	 리	 개	 가	 부	 르	 고

	 우	 리	 비	 록	 연	 약	 하	 나	 주	 님	 깃	 발	 날	 리	 네
	 매	 일	 전	 쟁	 격	 심	 하	 니	 주	 여	 도	 와	 주	 소	 서
	 힘	 을	 다	 해	 열	 심	 으	 로	 승	 리	 쟁	 취	 합	 시	 다
	 이	 세	 상	 의	 모	 든	 일	 을	 영	 광	 으	 로	 끝	 낼	 때

	 다	 모	 여	 라	 깃	 발	 아	 래	 젊	 은	 힘	 을	 갖	 고	 서
	 4절
	 구	 원	 반	 석	 우	 리	 주	 님	 온	 세	 상	 의	 구	 세	 주

	 진	 리	 위	 해	 전	 쟁	 터	 로	 전	 진	 하	 여	 나	 가	 세
	 낮	 은	 우	 리	 모	 으	 시	 고	 깃	 발	 높	 여	 주	 소	 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은 구원 반석
O Thou Rock of Our Salvation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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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늘	 세	 상	 에	 서	 선	 한	 일	 했	 나	 궁	 핍	 한	 사	 람	 도	 왔
	 2.	지	 금	 주	 위	 해	 일	 할	 기	 회	 많	 네	 바	 로	 지	 금	 우	 리	 앞

	 나	 슬	 픈	 사	 람	 들	 을	 즐	 겁	 게	 해	 줬	 나	 우
	 에	 뒷	 날	 하	 리	 라	 고	 미	 루	 지	 말	 아	 라	 오

	 리	 실	 수	 하	 지	 말	 고	 남	 의	 짐	 을	 즐	 겨	 짊
	 늘	 나	 가	 선	 행	 하	 라	 큰	 사	 랑	 의	 수	 고	 하

	 어	 집	 시	 다	 병	 들	 고	약	 한	 사	 람	 을	 도	 와
	 는	 자	 모	 두	 보	 상	 받	을	 겸	 손	 한	 자	 행	 하

밝게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Have I Done Any Good?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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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영어) 및 작곡: Will L. Thompson(1847~1909) 개작 야고보서 1:22, 27

앨마서 9:28

	 주	 고	 사	 랑	 으	 로	 위	 로	 하	 세	 하	 나	 님	 의	 자
	 는	 자	 만	 세	 상	 에	 합	 당	 하	 고	 게	 으	 른	 자	 살

	 로	 써	만	 하	 지	 말	 고	 선	 행	 은	 한	 량	 없	이	 기

	 쁘	 고	 사	 랑	과	 큰	 의	 무	 의	 축	 복	 일	 세

	 녀	 되	 도	 록
	 가	 치	 없	 네

	 깨	 어	 나	 일	 해	 봅	 시	다	 말



교리와 성약 138:47~48

교리와 성약 132:19~20

작사(영어): Frank I. Kooyman(1880~1963). © 1948 IRI
작곡: Traky Y. Cannon(1879~1961). © 1948 IRI

	 1.	참	 아	 름	 다	 운	 성	 전	 은	 거	 룩	 한	 주	 의	 집
	 2.	참	 아	 름	 다	 운	 복	 음	 은	 참	 되	 고	 순	 결	 해
	 3.	참	 아	 름	 다	 운	 약	 속	 은	 주	 진	 리	 안	 에	 서

	 합	 심	 한	 참	 된	 성	 도	 들	 주	 의	 일	 하	 는	 곳
	 오	 늘	 에	 회	 복	 되	 어	 서	 가	 르	 침	 주	 시	 네
	 주	 말	 씀	 믿	 고	 끝	 없	 이	 참	 생	 활	 하	 는	 자

	 내	 사	 랑	 하	 는	 죽	 은	 자	 도	 움	 을	 주	 는	 곳
	 복	 음	 의	 신	 앙	 희	 망	 은	 온	 인	 류	 구	 하	 네
	 사	 랑	 한	 자	 와	 성	 —	 전	 결	 봉	 을	 행	 한	 자

	 참	 아	 름	 다	 운	 주	 님	 의	 사	 업	 을	 하	 는	 집
	 그	 목	 적	 범	 위	 넓	 어	 서	 무	 덤	 을	 이	 기	 리
	 주	 님	 과	 같	 이	 끝	 없	 이	 발	 전	 해	 나	 가	 리

진지하게

참 아름다운 성전
How Beautiful thy Temples, Lord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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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15:3~4

로마서 14:11

작사(영어): Henry U. Onderdonk(1789~1858),  
요한계시록 15장 3~4절에 근거함.

작곡: Joseph Martin Kraus(1756~1792)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
How Wondrous and Great (267)

당당하게

	 1.	위	 대	 하	 셔	 라	 주	 님	 의	 경	 륜
	 2.	어	 둔	 나	 라	 에	 주	 빛	 비	 치	 니

	 주	 님	 의	 길	 은	 진	 리	 로	이	 끄	 네
	 온	 백	 성	 보	 좌	 경	 배	 —	드	 리	 네

	 주	 이	 름	 두	 려	 워	 않	 을	 자	 뉘	 뇨
	 주	 진	 리	 심	 판	 이	 만	 방	 퍼	 지	 니

	 주	 만	 거	 룩	 하	 고	 무	 한	 —	하	 시	 네
	 당	 신	 은	 우	 리	 의	 하	 나	 님	이	 시	 라



	 1.	주	 예	 수	 의	 군	 병	 들	 앞	 으	 로	 가	 세
	 2.	사	 탄	 의	 떼	 쫓	 김	 은	 지	 겠	 음	 이	 라
	 3.	전	 능	 군	 대	 같	 도	 다	 주	 님	 의	 교	 회
	 4.	행	 복	 한	 백	 성	 —	 들	 떼	 지	 어	 가	 세

	 앞	 장	 서	 신	 주	 의	 뒤	 를	 따	 라	 서
	 주	 예	 수	 의	 군	 병	 만	 세	 만	 만	 세
	 성	 도	 들	 이	 간	 길	 우	 리	 도	 걷	 세
	 우	 리	 소	 리	 모	 아	 송	 가	 부	 르	 세

	 우	 리	 대	 장	 예	 수	 기	 를	 가	 지	 고
	 찬	 미	 소	 리	 듣	 고	 지	 옥	 떨	 리	 네
	 분	 열	 되	 지	 않	 고	 한	 몸	 일	 지	 니
	 그	 영	 광	 과	 존	 귀	 우	 리	 예	 수	 께

	 원	 수	 들	 과	 접	 —	 전	 —	 하	 심	 을	 보	 라
	 형	 제	 들	 아	 소	 리	 높	 이	 찬	 송	 부	 르	 세
	 한	 희	 망	 에	 한	 교	 훈	 에	 사	 랑	 도	 하	 나
	 세	 세	 토	 록	 사	 람	 천	 사	 다	 찬	 송	 하	 리

담대하게

주 예수의 군병들
Onward, Christian Soldiers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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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	 수	 의	 군	 병	 들	 앞	 으	 로	 가	 세
	 	 	 	 	 	 	 	 	 	 	 	 	 앞	 장

	 앞	 장	 서	 신	 주	 의	 뒤	 를	 따	 라	 서
	 서	 	 신	 	 주	 의

	 1.	주	 영	 이	 거	 하	 는	 주	 의	 집	 사	 랑	 해
	 2.	주	 의	 종	 모	 이	 는	 기	 도	 의	 집	 이	 니
	 3.	위	 안	 과	 평	 화	 와	 한	 없	 는	 기	 쁨	 을

	 세	 상	 기	 쁨	 못	 따	 를	 주	 의	 희	 락	 있	 네
	 이	 —	 곳	 에	 계	 시	 는	 주	 께	 경	 배	 하	 네
	 가	 —	 르	 쳐	 주	 시	 는	 주	 말	 씀	 사	 랑	 해

시편 26:8

교리와 성약 84:43~44

신명기 31:6

디모데후서 2:3

작사(영어): William Bullock(1797~1874)
작곡: Leroy J. Robertson(1896~1971). © 1948 IRI

작사(영어): Sabine Baring-Gould(1834~1924)
작곡: Arthur S. Sullivan(1842~1900)

경건하게

주 영이 거하는 주의 집
We Love Thy House, O God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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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82:6, 모사이야서 4:15

교리와 성약 14:7

작사(영어): Naomi W. Randall(1908~2001). © 1957 IRI
작곡: Mildred T. Pettit(1895~1977). © 1957 IRI

	 1.	난	 하	 나	 님	 의	 자	 녀	 날	 세	 상	 에	 보	 내
	 2.	난	 하	 나	 님	 의	 자	 녀	 나	 비	 록	 어	 려	 도
	 3.	난	 하	 나	 님	 의	 자	 녀	 당	 신	 뜻	 행	 하	 면

	 부	 모	 와	 함	 께	 살	 도	 록	 가	 정	 을	 주	 셨	 네
	 말	 씀	 해	 주	 신	 복	 음	 을	 알	 게	 해	 주	 소	 서
	 영	 원	 히	 살	 수	 있	 다	 는	 축	 복	 이	 크	 도	 다

	 길	 을	 찾	 아	 가	 게	 저	 를	 도	 와	 주	 소	 서

	 주	 와	 함	 께	 살	 도	 록	 가	 르	 쳐	 주	 소	 서

열렬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
I Am a Child of God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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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나이서 10:5

아브라함서 3:22~28

작사(영어) 및 작곡: Reid N. Nibley(1923~2008). © 1969 IRI
오르간 사용시 건반만 사용할 것. (페달 사용하지 말 것)

	 1.	주	 살	 아	 계	 시	 고	 날	 사	 랑	 한	 다
	 2.	나	 주	 님	 계	 획	 을	 이	 루	 기	 위	 하

	 는	 이	 진	 리	 내	 게	 성	 령	 이	 말
	 여	 이	 세	 상	 에	 나	 왔	 다	 고	 성

	 하	 여	 주	 누	 나	 말	 하	 여	 주	 누	 나
	 령	 은	 말	 하	 네	 성	 령	 은	 말	 하	 네

부드럽게

제창

주 살아 계시고
I Know My Father Lives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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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에	 겐	 가	 족	 이	 있	 네	 소	 중	 한
	 2.	나	 이	 곳	 에	 서	 살	 동	 안	 잘	 준	 비

	 내	 가	 족	 난	 가	 족	 과	 함	 께	 영	 원	 히
	 하	 여	 서	 거	 룩	 한	 주	 님	 성	 전	 에	 서

	 살	 고	 싶	 어	 라	 하	 나	 님	 의	 계	 획	 으	 로
	 결	 혼	 하	 리	 라	 아	 버	 지	 의	 계	 획	 으	 로

밝게

전주

제창

가족은 영원해
Families Can Be Together Forever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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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38:47~48

앨마서 37:35

작사(영어): Ruth M. Gardner(1927~1999). © 1980 IRI
작곡: Vanja Y. Watkins(1938년생). © 1980 IRI

	 가	 족	 은	 영	 원	 해	 나	 언	 제	 나	 가	 족	 과

	 함	 께	 하	 도	 록	 주	 님	 방	 법	 보	 여	 주	 셨	 네	 방

	 법	 을	 보	 여	 주	 셨	 네

	 네



	 1.	사	 랑	 스	 런	 데	 저	 렛	 하	 나	 님	 약	 속	 한	 땅
	 2.	건	 강	 하	 고	 어	 여	 쁜	 데	 저	 렛	 어	 린	 이	 들
	 3.	주	 의	 말	 씀	 배	 우	 고	 화	 나	 는	 일	 있	 어	 도
	 4.	아	 침	 저	 녁	 기	 도	 로	 주	 님	 께	 간	 구	 하	 니

	 그	 곳	 에	 많	 은	 어	 린	 이	 모	 였	 네
	 주	 님	 주	 신	 지	 혜	 말	 씀	 가	 지	 고
	 참	 고	 참	 아	 예	 절	 있	 게	 행	 하	 자
	 악	 에	 서	 우	 리	 를	 보	 호	 하	 시	 고

	 구	 속	 받	 은	 귀	 한	 영	 용	 감	 하	 고	 씩	 씩	 해
	 차	 와	 커	 피	 술	 담	 배	 금	 하	 고	 생	 활	 하	 며
	 사	 람	 대	 할	 때	 마	 다	 올	 바	 르	 게	 대	 하	 고
	 옳	 은	 일	 을	 하	 도	 록	 도	 와	 주	 시	 옵	 시	 고

	 복	 음	 말	 씀	 듣	 고	 순	 종	 하	 겠	 네
	 의	 의	 길	 을	 따	 라	 살	 아	 가	 겠	 네
	 어	 디	 서	 나	 착	 하	 고	 친	 절	 하	 자
	 주	 를	 사	 랑	 하	 게	 인	 도	 하	 소	 서

밝게

사랑스런 데저렛
In Our Lovely Deseret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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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22:6

앨마서 37:35

작사(영어): Eliza R. Snow(1804~1887)
작곡: George F. Root(1820~1895)

	 귀	 를	 기	 울	 여	 들	 으	 라	 어	 린	 이	 의	 노	 래	 를

	 하	 늘	 의	 천	 사	 같	 은	 기	 쁨	 가	 득	 찬	 얼	 굴

	 아	 름	 다	 운	 목	 소	 리	 를	 들	 으	 라



모사이야서 2:22

교리와 성약 59:23

작사(영어) 및 작곡: Barbara A. McConochie(1940년생).  
© 1975 IRI

	 계	 명	 을	 지	 키	 라	 계	 명	 을	 지	 키	 면	 주	 님	 의

	 안	 전	 과	 평	 화	 있	 네	 주	 축	 복	 주	 시	 리

	 주	 축	 복	 주	 시	 리	 선	 지	 자	 말	 씀	 계	 명	 을

	 지키	 라	 안	 전	 과	 평	 화	 있	 으	 리	 니

부드럽게

이중창

계명을 지키라
Keep the Commandments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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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5

에베소서 5:8

작사(영어) 및 작곡: Clara W. McMaster(1904~1997).  
© 1958 IRI

	 1.	사	 랑	 의	 빛	 안	 에	 걸	 어	 가	 고	 높	 으	 신
	 2.	오	 라	 내	 아	 가	 야	 우	 리	 함	 께	 주	 님	 의
	 3.	우	 리	 가	 가	 는	 길	 보	 여	 주	 신	 하	 나	 님

	 주	 님	 께	 기	 도	 하	 며	 올	 바	 른	 일	 들	 을
	 계	 명	 을	 공	 부	 하	 고	 하	 나	 님	 품	 안	 에
	 아	 버	 지	 고	 마	 워	 요	 즐	 겁	 게	 찬	 양	 을

	 깨	 닫	 도	 록	 나	 를	 가	 르	 쳐	 주	 옵	 소	 서
	 거	 하	 면	 서	 항	 상	 밝	 은	 길	 걸	 어	 가	 자
	 드	 리	 면	 서	 우	 리	 기	 쁘	 게	 걸	 어	 가	 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창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Teach Me to Walk in the Light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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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3:34~35

요한1서 4:11

작사(영어) 및 작곡: Luacine Clark Fox(1914~2002).  
© 1961, 1989 IRI

	 나	 너	 사랑	 하	 듯	 서	 로	 사	 랑	 해

	 새	 계	 명	 주	 니	 서	 로	 사	 랑	 해

	 서	 로	 사랑	 하	 면	 너	 내	 제	 자	 인	 줄

	 다	 이	 일	 로	 알	 게	 되	 리	 라

경건하게

이중창

서로 사랑해
Love One Another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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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61:36

시편 145:9, 14~20

작사(영어): Caroline V. Sandell-Berg(1832~1903), Ernst 
W. Olson(1870~1958) 역. © Board of Publication, 미국 

루터 교회 출판 위원회 판권 소유. 허가를 얻어 사용함.

작곡: 스웨덴 전통 곡조

	 1.	하	 늘	 아	 버	 지	 의	 자	 녀	 그	 의
	 2.	생	 과	 사	 망	 주	 님	 자	 녀	 떼	 어
	 3.	하	 나	 님	 은	 언	 제	 든	 지	 그	 의

	 품	 에	 모	 여	 있	 네	 새	 도	 별	 도	 하	 늘
	 놓	 지	 못	 —	 하	 네	 그	 의	 자	 비	 보	 이
	 자	 녀	 버	 리	 잖	 네	 순	 결	 하	 고	 거	 룩

	 에	 서	 피	 난	 처	 를	 못	 얻	 었	 네
	 시	 고	 그	 들	 슬	 픔	 위	 로	 하	 네
	 한	 —	 자	 녀	 되	 기	 원	 하	 시	 네

열렬하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
Children of Our Heavenly Father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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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님	 의	 빛	 을	 초	 목	 에	 비	 춰	 주	 옵	 시	 고
	 2.	신	 앙	 의	 빛	 내	 맘	 속	 에	 거	 하	 게	 하	 시	 고
	 3.	신	 앙	 으	 로	 주	 의	 목	 적	 나	 알	 게	 하	 시	 고

	 나	 의	 즐	 거	 운	 맘	 에	 도	 비	 춰	 주	 옵	 소	 서
	 새	 싹	 같	 은	 기	 운	 으	 로	 자	 라	 게	 하	 소	 서
	 성	 결	 하	 게	 주	 님	 의	 뜻	 발	 하	 게	 하	 소	 서

	 아	 버	 지	 여	 밝	 은	 빛	 비	 춰	 주	 시	 고

	 우	 리	 눈	 을	 밝	 히	 사	 순	 종	 케	 하	 소	 서

열렬하게

거룩하신 주님의 빛
The Light Divine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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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말	 씀	 따	 라	 서	 복	 음	 전	 하	 오	 니

	 신	 앙	 의	 빛	 을	 내	 맘	 속	 에	 갖	 게	 하	 소	 서

시편 43:3

고린도후서 4:6, 5:7

작사(영어): Matilda Watts Cahoon(1881~1973)
작곡: Mildred T. Pettit(1895~1977) 편곡



	 1.	대	 지	 에	 는	 가	 득	 한	 꽃	 향	 기	 그	 윽
	 2.	계	 곡	 에	 서	 나	 는	 소	 리	 숲	 과	 냇	 물
	 3.	마	 음	 에	 서	 솟	 아	 나	 는	 기	 쁜	 온	 갖

	 한	 공	 기	 무	 한	 한	 저	 푸	 른	 창	 공
	 의	 소	 리	 실	 바	 람	 과	 새	 —	 소	 리
	 소	 망	 도	 인	 간	 세	 상	 에	 —	 오	 는

부드럽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313)

(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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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4:7~8

모세서 6:63

작사(영어): Thomas R. Taylor(1807~1835) 개사.  

1835년 첫 후기 성도 찬송가에 포함되었음.

작곡: Thomas C. Griggs(1845~1903)

	 망	 망	 한	 저	 넓	 은	 바	 다	 모	 든	 것	 말
	 속	 삭	 이	 듯	 한	 —	 노	 래	 모	 두	 다	 말
	 모	 든	 축	 복	 말	 —	 하	 고	 하	 늘	 에	 서

	 하	 누	 나	 하	 나	 님	 은	 사	 랑	 이	 라
	 하	 누	 나	 하	 나	 님	 은	 사	 랑	 이	 라
	 말	 하	 네	 하	 나	 님	 은	 사	 랑	 이	 라



	 1.	우	 리	 사	 랑	 하	 는	 선	 지	 자	 를	 위	 하	 여
	 2.	온	 마	 음	 다	 하	 여	 주	 님	 위	 해	 일	 하	 게
	 3.	따	 스	 한	 사	 랑	 의	 마	 음	 으	 로	 선	 지	 자

	 언	 제	 나	 기	 도	 하	 네	 주	 께	 서	 위	 안	 과
	 능	 력	 을	 주	 옵	 소	 서	 주	 능	 력	 가	 지	 고
	 위	 하	 여	 비	 옵	 나	 니	 언	 제	 나	 주	 님	 의

열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We Ever Pray for Thee (312)

(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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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107:22작사(영어): Evan Stephens(1854~1930)
작곡: Henry A. Tuckett(1852~1918),  

Evan Stephens(1854~1930) 개작

	 즐	 거	 움	 을	 그	 에	 게	 주	 시	 기	 비	 옵	 니
	 선	 지	 자	 가	 우	 리	 인	 도	 하	 고	 충	 고	 하
	 축	 복	 받	 고	 살	 아	 계	 실	 동	 안	 모	 든	 일

	 다	 밝	 은	 빛	 비	 추	 기	 원	 합	 니	 다
	 게	 거	 룩	 한	 빛	 으	 로	 비	 추	 소	 서
	 을	 훌	 륭	 히	 행	 하	 기	 비	 옵	 니	 다



갈라디아서 6:2, 9~10

교리와 성약 11:12~14

작사(영어): Emily H. Woodmansee(1836~1906)
작곡: Janice Kapp Perry(1938년생). © 1985 IRI

	 1.	오	 시	 온	 의	 자	 매	 여	 다	 함	 께	 일	 하	 여	 주	 님	의
	 2.	천	 사	 들	 의	 심	 부	 름	 자	 매	 가	 받	 으	 니	 우	 리	들
	 3.	주	 님	 주	 신	 위	 대	 한	 목	 적	 과	 사	 —	 명	 성	 령	의

	 축	 복	 을	 구	 합	 시	 다	 열	 —	 심	 —	 히	 주	 님	 의
	 자	 매	 의	 은	 사	 라	 네	 언	 —	 제	 —	 나	 모	 든	 일
	 인	 도	 로	 행	 하	 리	 라	 오	 직	 영	 —	 의	 거	 룩	 한

	 왕	 국	 을	 세	 우	 리	 지	 치	 고	 약	 한	 자	 위	 로	 하	 라
	 겸	 손	 히	 행	 하	 리	 기	 쁨	 과	 축	 복	 을	 나	 누	 리	 라
	 가	 르	 침	 따	 를	 때	 왕	 국	 의	 지	 혜	 를	 얻	 으	 리	 라

오 시온의 자매여
As Sisters in Zion (309)

(여성용)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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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 33:5~11

교리와 성약 133:7~8, 56

작사(영어): Thomas Davenport(1815~1888)
작곡: Orson Pratt Huish(1851~1932)

	 1.	신	 권	 을	 받	 은	 자	 하	 나	 님	 의	 아	 들	 아
	 2.	흩	 어	 진	 양	 떼	 들	 너	 희	 목	 자	 의	 말	 을
	 3.	마	 음	 을	 돌	 이	 켜	 너	 침	 례	 를	 받	 으	 면
	 4.	걱	 정	 과	 근	 심	 의	 세	 상	 을	 하	 직	 하	 면

	 나	 가	 서	 복	 음	 을	 널	 리	 전	 파	 할	 지	 어	 다
	 다	 와	 서	 들	 으	 라	 오	 래	 전	 에	 선	 지	 자	 가
	 죄	 사	 함	 받	 으	 며	 성	 신	 을	 받	 게	 되	 리	 라
	 네	 영	 혼	 올	 라	 가	 부	 —	 활	 을	 기	 다	 리	 리

	 후	 기	 의	 일	 시	 작	 되	 니	 흩	 어	 진	 이	 스	라	 엘	 무	 리
	 예	 언	 한	 일	 이	 루	 리	 라	 양	 의	 우	 리	 —	에	 들	 어	 가
	 네	 모	 든	 근	 심	 아	 뢰	 면	 늘	 너	 를	 돌	 —	아	 보	 시	 니
	 너	 희	 주	 님	 을	 만	 나	 면	 하	 늘	 축	 복	 —	넘	 치	 리	 니

	 시	 온	 에	 모	 여	 주	 께	 찬	 양	 하	 라
	 시	 온	 에	 모	 여	 주	 께	 찬	 양	 하	 라
	 시	 온	 에	 모	 여	 주	 께	 찬	 양	 하	 라
	 천	 년	 동	 안	 —	 주	 께	 찬	 양	 하	 라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아
Come, All Ye Sons of God (322)

(남성용)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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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	 이	 스	 라	 엘	 장	 로	 는	 다	 나	 오	 라
	 2.	추	 수	 —	 할	 것	 많	 으	 나	 일	 꾼	 적	 네
	 3.	주	 님	 —	 처	 럼	 우	 리	 도	 빈	 한	 자	 와

	 너	 어	 디	 에	 있	 든	 지	 의	 인	 구	 하	 라
	 우	 리	 연	 합	 하	 면	 일	 다	 —	 하	 겠	 네
	 추	 위	 에	 떠	 는	 자	 찾	 아	 —	 나	 가	 서

	 사	 막	 이	 나	 산	 위	 나	 평	 야	 에	 나
	 가	 라	 지	 에	 서	 알	 곡	 을	 고	 르	 며
	 시	 온	 의	 기	 쁜	 소	 식	 다	 전	 하	 여

	 순	 결	 한	 자	 시	 온	 에	 데	 려	 오	 라
	 슬	 픔	 과	 유	 혹	 을	 능	 히	 이	 기	 리
	 길	 이	 길	 이	 함	 께	 살	 아	 가	 리	 라

너 이스라엘 장로는
Ye Elders of Israel (319)

(남성용)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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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	 벨	 론	 오	 바	 벨	 론	 이	 제	 떠	 나	 서

	 에	 브	 라	 임	 의	 땅	 을	 찾	 아	 가	 겠	 네

교리와 성약 133:7~9, 14

교리와 성약 75:2~5

작사(영어): Cyrus H. Wheelock(1813~1894)
작곡: Thomas H. Bayly(1797~1839) 개작



교리와 성약 4:1~7

교리와 성약 75:2~5

작사(영어): Mary Judd Page(1818~1907)
작곡: Daniel B. Towner(1850~1919)

4.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 되어도
 낙심 말고 견디라 기쁜 노래 불러
 고난을 이겨 내라 보상 분명하다
 고난 이겨 낸 주님 잊지를 말아라

	 1.	주	 위	 해	 부	 름	 받	 은	 신	 실	 한	 형	 제	 여
	 2.	없	 어	 질	 헛	 된	 야	 망	 구	 하	 지	 말	 아	 라
	 3.	경	 솔	 한	 맘	 과	 행	 동	 자	 만	 을	 버	 리	 고

	 신	 권	 으	 로	 축	 복	 된	 성	 임	 받	 은	 자	 니
	 네	 마	 음	 정	 케	 하	 고	 대	 장	 부	 같	 아	 라
	 언	 제	 나	 기	 도	 하	 고	 진	 리	 에	 거	 하	 라

	 은	 혜	 로	 운	 복	 음	 의	 소	 식	 을	 전	 하	 라
	 네	 음	 성	 높	 이	 어	 서	 주	 를	 찬	 양	 하	 고
	 보	 혜	 사	 네	 게	 와	 서	 가	 르	 쳐	 주	 시	 리

	 구	 원	 과	 진	 리	 평	 화	 퍼	 지	 게	 하	 여	 라
	 너	 희	 하	 나	 님	 만	 날	 준	 비	 를	 하	 여	 라
	 네	 구	 주	 영	 원	 토	 록	 너	 와	 함	 께	 하	 리

주 위해 부름 받은 신실한 형제여
Ye Who Are Called to Labor (321)

(남성용)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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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는 여러분이 찬송가 책을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찬송가 책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해

설, 회중 합창단 및 특별한 그룹이 찬송가

를 사용하는 데 대한 논의 사항 및 음악 지

휘자, 오르간 및 피아노 반주자가 되기 위

한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찬송가 책의 구성 요소

내용

목차에는 찬송가가 열 개의 일반적인 항

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슷한 주제와 분위

기의 찬송가는 대개 같은 편에 나타나 있

다. 그러나 특정한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찬송가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성찬 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지혜와 사랑”이나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과 같은 몇 가지 찬송가는 다

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주제 색인

은 여러분이 특별한 주제의 찬송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위기 및 박자 표시

찬송가의 분위기는 경우에 따라 또는 지

역적인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

도하는 마음으로’라든가 ‘결의를 갖고’ 등과 

같은 분위기 표시는 찬송가의 일반적인 느

낌이나 정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메트로놈 

표시는 박자 범위( q = 69-76 등과 같은 것)

를 나타내며, 또한 전체적인 지침으로 주어

지며, 찬송가가 사용되는 장소와 배경에 따

라 상당히 많은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피아노 및 오르간 반주자를 위한 전주곡 

묶음 표시

각 찬송가에 있는 묶음 기호( [ ] )는 적

합한 피아노 또는 오르간 전주곡을 나타낸

다. 찬송가를 연주하기 전에 그것을 훑어보

고 완전한 전주곡이 되도록 확인한다. 여러

분은 자신의 찬송가에 묶음 기호를 강조하

여 표시하여 둘 수 있다. 특히 전주곡의 마

지막 구절이 찬송가의 끝에 나타나 있지 않

은 경우에 그러하다.

여러분은 제시된 전주곡을 줄이거나 늘

릴 수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찬송가라면 전

주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면 회중

이 찬송가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찬송가가 잘 알려져 있

는 것이라면 마지막 절이나 소절이 충분한 

전주곡이 될 수 있다. 짧은 전주곡인 경우

에는 전주곡을 마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

찬송가 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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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끝에 가서 박자를 느리게 할 수도 있다.

참조 성구

초기의 기독교 전통을 보면 대부분의 찬

송가는 성구를 토대로 하여 그것을 음악적

인 배경으로 삼았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찬송가의 대부분은 많은 성구와 연관되어 

있으며 연관성이 있는 많은 성구 중에서 몇 

가지가 각 찬송가 끝에 열거되어 있다. 경전

에 있는 색인에서 여러분은 우리 찬송가의 

메시지를 풍요롭게 하는 많은 성구들을 찾

을 수 있다.

순서 (Indexes)

찬송가 책에는 순서-제목 분류, 첫 소절 

및 제목, 주제별 분류, 성구, 찬송가-영문 

제목 색인, 작사자/작곡자가 설명과 함께 들

어 있다.

회중을 위한 찬송가

제창 및 중창

중창(소프라노, 알토, 테너 및 베이스)은 

교회에서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으나, 회

중 찬송의 목적은 회원의 음악적 능력에 상

관없이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들의 음역에 관계없이 멜로디를 

부르기 때문에 찬송가는 제창이나 중창에 

맞는 음조로 되어 있다. 특별히 제창을 위

해 쓰여진 찬송가도 있다.

올바른 찬송가 선정

여러분이 선정하는 찬송가는 모임의 전

체적인 성격을 반영해야 하며 합당한 영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개회 찬송은 간구나 찬양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쁨 또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성을 표현하는 것을 택해도 좋다.

성찬 찬송은 성찬 그 자체나 구주의 희생

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중간 찬송은 회중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

는 찬송으로서 모임에서 발표되는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는 것도 좋다. 회중은 이 찬

송을 서서 불러도 좋다.

폐회 찬송은 회중이 모임의 영과 내용에 

반응을 보이는 기회가 된다.

모든 찬송가가 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경

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어떤 찬송가는 

성찬식보다는 청소년 모임에 더 적합할 수

도 있다.

불러야 하는 절 선정

찬송가의 메시지 전달이 모든 절을 다 불

러야만 완전하게 되는 경우 외에는 찬송가

의 모든 절을 반드시 다 불러야 한다는 생

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절이나 2절만 

부르는 것으로 찬송가를 늘 짧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악보 밑에 인쇄되어 있는 절은 다 

부르기를 권장한다.

찬송가 선정에서 균형을 이룸

이미 알고 있고 좋아하는 찬송가를 사용

하는 것 외에도 회원들은 새롭거나 잘 알지 

못하는 찬송가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가와 잘 모르는 찬송가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스테이크 대회를 위한 찬송가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특히 찬송가를 전

체 회중이 다 볼 수 없는 경우 표준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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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찬송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굳도다 그 기

초”,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난 하나님의 

자녀”, “높은 산 언덕 위”, “성도들아 두려

울 것 없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우리 인도하실 선지

자 주신”, “위대하신 여호와여”, “의의 일 하

세”, “이스라엘의 구주”, “타는 듯한 하나님

의 영”.

찬송가의 판권 소유 제한 사항으로서 복

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한, 프로그램 인쇄물에 찬송가를 

복사해 넣을 수 있다.

합창단 및 특별한 그룹을 위한 찬송가

합창을 위한 찬송가 사용

금번 발행되는 찬송가에는 합창과 회중 

찬송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다. 합창단은 

찬송가 책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여 책에 

수록된 모든 곡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합

창단은 찬송가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적합

한 성가 및 찬송가 편곡도 부를 수 있다.

전에 발행된 찬송가에서 “합창”으로 표시

된 몇몇 찬송가는 더 많은 회중이 사용하

도록 내림조로 전조되었다. 합창단은 올림

조를 활용하고 한 조에서 다른 조로 전조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이전의 찬송가를 갖

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에 발행된 찬

송가가 한 권만 있을 경우에는 판권 규정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이 목적을 위해 복

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창 연주를 위해 찬송가에 변화를 줌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가를 변화를 주지 

않고 부르는 것은 합창 선택으로 언제나 적

합하다. 여러분은 찬송가 발표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신중하

게 사용하며 찬송가의 영에 맞는 것인지 확

인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찬송가에 변화를 주는 

사항들이다.

1.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한 절을 제

창으로 부른다.

2. 회중에게 찬송가의 마지막 절이나 후

렴에서 합창단과 함께 부르게 한다.(이것은 

회중이 어떤 찬송가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

는 하나의 방법이다.

3. “여성용”이라고 밑에 명시된 것은 자매

들에게 한 절을 부르게 한다.

4. “남성용”이라고 밑에 명시된 것은 형제

들에게 한 절을 부르게 한다.

5. 한 절을 소프라노와 테너에게 이중창

으로 부르게 한다.

6. 테너와 베이스가 멜로디를 부르고 소

프라노와 알토는 알토 파트를 부르게 한다.

7. 합창단의 한 파트에서 멜로디를 부르

고 나머지 단원들은 다른 파트를 허밍으로 

부른다.

여성용 찬송가

찬송가의 여성용 편은 여성 회중을 위한 

찬송가이며 여성 합창과 삼중창을 위해 준

비된 찬송가이다. 자매들은 대부분의 찬송

가를 수정하지 않고 2부(소프라노 및 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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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부(테너가 너무 낮지 않을 경우)로 부

를 수 있다.

남성용 찬송가

찬송가 책의 남성용 편에 있는 찬송가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남성 회중을 위

한 회중용, 합창 및 4중창을 위한 남성 합

창용이다. 신권 모임에서 회중 찬송을 위한 

것은 대체로 표준 회중 찬송이나 남성용으

로 표시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찬송가는 특히 남성 합창을 위

해서 편곡되었다. 회중용과 남성용으로 표

시된 많은 찬송가는 편곡하여 남성 합창 및 

4중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리톤: 멜로디를 

부른다

제1테너: 멜로디 위로 

알토를 부른다

제2테너: 테너를 

부른다

베이스: 베이스를 

부른다

남성 합창에서의 찬송가 변조에 따르는 

주요 문제점은 알토처럼 높게 노래 부를 수 

있는 테너를 찾아내는 것이며, 일부의 높은 

음은 변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

다. 찬송가를 베이스 파트로 수정하여 내림

조로 변조할 수도 있다.

남성용 합창을 위해 찬송가를 변조하는 

다른 방법은 멜로디의 밑으로 알토 파트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베이스 파

트는 부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남성용 합창을 위해 변조되는 찬송가에

서는 보통의 높은음자리표 대신에 테너음

자리표가 사용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찬송가의 오른편 음표는 높은음

자리표보다 일반적으로 한 옥타브 낮게 쳐

야 한다. 그 결과 남성용 찬송을 위한 풍부

하고 효율적인 반주가 된다.

초보 음악 지휘자를 위하여

소절, 박자 기호 및 강박

소절은 수직선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가

장 작은 악보 단위이다.

찬송가 책에서 어느 소절이 악보의 한 줄

에서 다음 줄로 옮겨 가면, 첫 줄의 마지막

은 열린 채로 남아 있어 그 소절이 다음 줄

로 계속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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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기호(2
4와 같이 두 개의 숫자가 위 

아래로 있는 것)는 각 찬송가 앞에 나와 있

다. 위의 숫자는 각 소절에서 박자수를 나

타낸다. 아래의 숫자는 어떤 음표를 박자로 

치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3
4

박자 기호는 찬송가에 있는 소절마다 세 박

자를 치는데, 사분 음표( q )를 한 박자로 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지휘할 때 박자 형태의 첫 박자

(박자 형태 그림 참조)는 각 소절에서 첫 박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래로 내려오는 이 

첫 박자는 각 소절에서 가장 강한 박자이

다. 여러분은 많은 찬송가가 먼저 아래로 

내려 오는 박자에 앞서 위로 올리는 박자로 

시작됨을 알게 될 것이다.

표준 박자 지휘법

박자 지휘법의 목적은 회중이 함께 선율

을 지키고 찬송가의 분위기와 영을 전달하

기 위한 것이다. 형태도 단순하게 해야 하지

만 찬송가의 특성과 분위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박자 지휘법에 있는 점은 찬송가

의 음율의 강박이 일어나는 곳을 나타낸다.

2박자 지휘법(2
2  또는 2

4로 표시된 찬송가

에 사용됨):

3박자 지휘법(3
4 또는 3

2 으로 표시된 찬송

가에 사용됨):

4박자 지휘법(4
4로 표시된 찬송가에 사용

됨):

6박자 지휘법(6
8  또는 6

4으로 표시된 찬송

가에 사용됨):

“고요한 밤”(134장)과 같은 느린 템포로 

되어 있는 6
8  또는 6

4박자 찬송가는 전통적

인 6박자 지휘법이나 처음에는 크게, 다음

에는 작게 하는 이중 3박자 지휘법으로 지

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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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목자의 마음”(144장)과 같이 중

간템포의 6
8  또는 6

4박자는 전통적인 6박자 

지휘법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박자를 삭제

하여, 강조점에서 쉼을 두고 지휘할 수 있

다.

“주여 큰 폭풍우 일고”(59장)와 같은 빠

른 템포로 된 또는 박자의 찬송가는 2박자

로 지휘하며, 처음 세 박자는 첫 번째, 다음 

세 박자는 두 번째를 치도록 한다.

마지막 두 박자 지휘법도 찬송가의 선율

이나 박자에 맞추도록 한다.

지휘하기 쉬운 찬송가

두 박자 지휘법: “와서 기쁜 노래하라”, 

“주 위해 부름 받은 신실한 형제여”, “찬양

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세 박자 지휘법: “날 따르라”,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의의 일하세”, “하나님 기

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네 박자 지휘법: “거룩하신 경전으로”,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아름다운 세상”,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오라 주의 자녀

들”, “이스라엘 시온 군대”, “저녁 닥쳐와”.

초보 오르간 및 피아노 반주자를 위하여

찬송가 반주 조정

어떤 찬송가에는 연주하기 어려운 음표

나 악절이 있기도 하다. 화음에서 별로 중요

하지 않은 음표는 빼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그러한 악절을 자유롭게 조정

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용 찬송

가 책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다.

찬송가에는 흔히 테너와 베이스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어 왼손으로 다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오른손으로 테너 음표를 

아주 쉽게 누를 수 있다. 오른손으로 그 음

표를 친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음표에 묶음 기호를 표시해 두는 것

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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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와 어린이 노래 중에는 피아노를 

염두에 두고 작곡된 것도 있다. 이러한 노

래를 오르간으로 친다면, 때로는 페달을 사

용하지 않고, 건반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지시 음표

지시 음표, 또는 작은 음표는 그 음표가 

선택적임을 의미한다. 다음은 지시 음표 사

용 방법의 예이다.

1. 지시 음표는 그 음표가 가사에 따라서 

어떤 절에서는 연주되고 노래하게 되지만 

다른 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2. 때로는 지시 음표를 빼더라도 그 악보

는 완전하다.

3. 지시 음표는 피아노 또는 오르간 반주

자가 치기는 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은 아님

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주하기 쉬운 찬송가

“계명을 지키라”, “관대한 그 계명”,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날 따르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성령 

인도하시어”,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

신”, “의의 일하세”, “이스라엘의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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