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와 찬양

시 100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HEART TOWARD 

God the Father, Elohim



1. 온땅이여여호와께즐거운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여호와를섬기며노래하면서
그의앞에나아갈지어다



1.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2.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시 90:10  우리의연수가칠십이요
강건하면팔십이라도그연수의자랑은
수고와슬픔뿐이요신속히가니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EXPRESSION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레위기 26: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 이사야 43:1-4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 이사야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시편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명기 16:16-17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POWER OF

THANKSGIVING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16-22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한복음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신명기 26장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1. 감사의마음으로
주를향하여
기뻐하십시오 (1-2)

▪

▪3. 

(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