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SONGS 

http://www.clker.com/cliparts/8/e/b/8/11949848722015671592musical_note_nicu_bucule_01.svg.hi.png
http://images.google.com/imgres?imgurl=http://i31.photobucket.com/albums/c371/alreadytetty/music-notes.jpg&imgrefurl=http://plainsspoken.blogspot.com/&usg=__JTQZnNzob57kw9P2_VZ37CkxWZk=&h=320&w=320&sz=16&hl=ko&start=7&um=1&tbnid=uZ1aCmFca_DoOM:&tbnh=118&tbnw=118&prev=/images%3Fq%3Dmusical%2Bnote%26um%3D1%26hl%3Dko%26lr%3D
http://images.google.com/imgres?imgurl=http://iholylight.net/bbs/data/vod04/%EC%B0%AC%EC%96%91.jpg&imgrefurl=http://iholylight.net/bbs/view.php%3Fid%3Dvod04%26no%3D16&usg=__8qdNvCHkI6TLDE1Auc8S01RtBIA=&h=400&w=285&sz=15&hl=ko&start=17&um=1&tbnid=uGVQonh1fjHvgM:&tbnh=124&tbnw=88&prev=/images%3Fq%3D%25EC%25B0%25AC%25EC%2596%2591%26um%3D1%26hl%3Dko%26lr%3D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x2)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나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나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내가 최고 안돼요 내가 먼저 안돼요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먼저 



기쁨인걸 

예수님을 먼저 믿는것이  

이게 바로 행복인걸 

예수님을 전하는것이  

바로바로 기쁨인걸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2.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로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양 과 경배 우리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 할렐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매일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읍시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d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g 



흔들어주세요 

흔들흔들 주님앞에 산제사로  

흔들흔들 주님앞에 요제로  

내 머리가 흔들 

내 배가 흔들흔들  

아~ 사라졌네 내 생각   아~ 사라졌네 내 욕심  

흔들흔들 주님안에 내 마음  

흔들흔들 주님께로 내 몸을 

흔들흔들 흔들어요  



향기로운 산으로  
 

가슴을 활짝열고 주님을 맞으리 주님  

이 문틈으로 손내밀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 날이 오기까지 사랑안고 기다린자는  

향기론 동산으로 달려가리  

주님 맞으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손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Χ2)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만나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영아부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이 고맙습니다 

아멘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루 밤 이틀밤  쉿쉿쉿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싹이 났어요. 
 

싹싹싹이 났어요,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쉿쉿쉿 

뽀로롱 뽀로롱 뽀로롱 꽃이 폈어요.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우리들 마음속에 펑펑펑펑 

샘물 같은    
 

1.하나님의 사랑이   2.예수님의 구원이  3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네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쁜소식 듣지 못해  

지옥가는 사람에게 

해뜨는 곳 이쪽부터  

해지는 곳 저쪽까지 

외치라 외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어린 나를 아주많이 사랑하시니 

내 마음에 최고자리  

예수님은 왕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래요 

어디서나 예수님께 

순종할래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 갈래요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외치면 

할렐루 할렐루 두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죄사함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나라 가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신나게 신나게  

오른손 들고 왼손을 들고 신나게 신나게 (춤을 추어요!)   

오른발 들고 왼발을 들고 기쁘게 뛰어봅시다 

 

주님이 주신 기쁨 온 몸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 온 맘으로  

신나게 신나게 춤을 추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2 

 



갈릴리 마을 

하나님 나라 머무는 곳에  

주님 어린친구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뼝뼝뼝뼝 

뼝뼝뼝뼝 병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 감사합니다- 

물 한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Χ2)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있어 

못할 일 전혀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있어 

못할 일 전혀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있어  

못할 일 전혀없네 



삭개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특별한사람 

나는야 어리지만 예수님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사람  

남들이 뭐라든지 바르게 사는  

나는야 멋쟁이  

예수님 예수님제자  



주님의 선물 

 

천국은 천국은 주님의 선물 

누구나 누구나 받을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사랑의 이 선물을 

누구나 누구나 받을수 있죠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x2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신 주님 우리주 하나님 x2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을 세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손을 다 펴도 셀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천국버스 

천국 버스를 타고 가자  

예수님 운전수 빵빵빵 

천국버스를 타고 가자  

우린 손님 음음음  

어린이들 오세요  

모두모두 타고 가자 랄라라 

예수님이 운전하면 힘차게 달려가지요  
 

*미니버스,천국 비행기, 천국 기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x3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양 그 사랑은 내 기쁨x3 

그 사랑은 내 기쁨  

 
2.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3.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양 그 사랑은 내 기쁨 

4.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바람 불어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성경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가득 넘치는 성경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내맘에 

산 넘어 넘어엔 예수님이 계실까 

강 건너 건너엔 예수님이 계실까  

아니 아니 아니죠 내 맘에 계시죠 

그래 그래 그렇죠 

예수님 내 맘에 계시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의 한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은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싶어요 

주님 말씀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x2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예수님 다시 오실때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때  

천사 함께 왕으로 다시 오실때  

예수님 날 보시고 기뻐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갈거야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갈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은 어떤 곳일까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아름다운 곳 

눈물고통 슬픔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랄라 랄라라 랄라 랄라라 

예수님 나신 날 축하해요 

교회마다 성탄 종소리 

거리마다 성탄 노래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예수님 나신 날 축하해요 



꼭꼭 담아둘께요  

내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 둘게요  



나팔 소리 울릴 때 

빰빠라빰빠빰빠빠 *3 

주님 다시 공중에 구름타고 오실 때 

너는 무엇 하다가 주님 맞을까 

숙제하고 있을까 꿈을 꾸고 있을까 

피아노 치고 있을까  

피자를 먹고 있을까 

글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건 



나팔 소리 울릴 때 

주의 피로 거듭나 죄씻음 받은 이름 

불러불러질 때에 올라가겠네 

빰빠라빠바빰빠빠빠  

나팔소리 빠라빠 울려퍼질 때 

올라올라 가겠네 주님다시 오실때 

나팔소리 빠라빠 울려퍼질 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뭇천사 내려와  
그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쁜 코 작은 입술 

예쁜 코 작은 입술 

머리 밑에 동그란 귀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놀랍고도 신기하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두 눈을 꼭 감고   

두 눈을 꼭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만나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사랑한다 하시네  

예수님 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마음 

한마음 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툼  No ♪ 욕심 No  

모두 모두 버리고  

한마음 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 사랑 Yes ♪ 나눔 Yes  

주님 기쁨 나눠요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주 널 지키리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주 널 지키리  

 

1예수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2) 

2사탄사탄 밟아버리세 낮게 낮게 밟아버리세 (*2)  

3 바짝바짝 주님께 바짝 바짝바짝 주님께 바짝 (*2)  

4 퍼져퍼져 세계로 퍼져 퍼져퍼져 세계로 퍼져 (*2)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 우리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 할렐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가리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주님 가라 명하시면  

나는 나는 가리라 복음 들고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죄에 빠진 사람에게  

가리라 가리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갈릴리 마을 2 
사랑의 교회 영아부에서  

주님 어린친구들 사랑하셨으니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사랑 나누라 세상 많은 사람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깊은데로 가서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야디야 어부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하늘나라 축복 가득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손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닢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위에 가득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파란 하늘 무지개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 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 별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왕왕왕왕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 막는 자 모두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 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발은 춤을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x2 

내가 주께 찬양해(손뼉쳐 / 춤을쳐) x 2 
내가 주께 찬양하며 

(손뼉치며 / 춤을치며)  
주 사랑해 

 
 



입술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않게 

전도의 입술이 멈추지않게 

감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매일매일 계속계속 흘러넘치게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저  

주님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것 더 하여 주시네  



기도의 향기   

지성소에 가득차요 기도의 향기가  

엄마 기도 아빠 기도 금향로에 담아서  

지성소에 가득차요 하나님 마음이 

형아동생 아가 모은 두손  

주님의 손으로 내마음 주님안에  

주님이 내안에 

기도는 향기되어  

주님의 곁으로  



온땅이여  주를 찬양 

온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이  

온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땅에 널리 알려졌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참 친구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2  
 
괴로울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할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할때까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이웃에게 주면 내것 된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때니  

모이자 하나되자 우리가 갈길이라 찬양과 온몸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것처럼  

말씀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되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포도밭에 포도가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 땡글땡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 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 

우리들 마음속에 펑펑펑펑 

샘물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네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합니다  

*찬양 합니다 찬양 합니다 주를 찬양 합니다  
 찬양 합니다 찬양 합니다  주를 찬양 합니다 

 
*손뼉 치며 찬양 합니다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 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알리세 



싱글싱글 벙글벙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벙글 벙글 벙글 벙글 
우리 모두 입을 모아 (샤약~) 

싱글 싱글 싱글 싱글 벙글 벙글 벙글 벙글 
예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고개 돌려, 옆친구와 인사해요   

손을 모아, 앞친구를 간질러요 

 

 



눈은 어디있나 

눈 눈 눈 성경 보고요 

코 코 코 숨을 쉬고요 

입 입 입 찬송 하고요 

귀 귀 귀 말씀 들어요 

머리 머리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가슴 가슴 예수님 사랑 

손 손 손 봉사 하고요 

발 발 발 교회 가지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동방박사 세사람 

동방박사 세사람 귀한 예물가지고  

산을넘고 물을 건너 별따라 왔도다  

오 탄일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별  

아기 예수 계신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사랑의 아이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 보다 높고 바다 그 보다 깊고  

우주 그 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이 말씀 하시니 

1.예수님이 말씀 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 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예수님이 말씀 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 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주시네 

주안에 살리라 주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깊고도 넓도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친구들 사랑  

 
2샘물 흐르네 3 하나님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 오늘도 도와 주세요 

말씀 안에서 살수 있도록 

행동하는것과 말하는것을 

오늘 해질 때까지 

도와 주세요 



사랑의 아이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성령충만을 받고서  

성령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봉사대장, 순종대장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되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푸른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