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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찬찬송송송송    ####109109109109 

찬양하세 주의 승리 주는 승리 하셨네 

죄를 씻고 옛 사람 다 끝내 구속 이뤘네 

십자가로 사탄깨고 악령 묶어 이겼네  

 

찬양하세 주의 부활 주는 부활 하셨네 

사망 권능 삼키시고 생명 해방하셨네 

음부 어둠 타파하여 부활 능력 이겼네  

 

찬찬찬찬송송송송    ####34343434 

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자기 생명 버려서 구속 이뤄  

생명의 문 열고 다 오라하네 

찬양해 찬양해 그 음성 듣는자 

찬양해 찬양해 은혜 받은자여 

이 큰 구원 행하신 주 예수께 

다 찬양해 영광과 감사드려  

    

    

    

    

    

    

    

    

    

    

    

    

찬찬찬찬송송송송    ####790790790790    

사 12:3-4, 6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길으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그의 행사 만국 중에 선포하고 또 

여호와 이름이 높다하리라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불러 

이스라엘 크신 분이  

너희 중에 크시다 

 

찬찬찬찬송송송송        ####3333 

1.영광 영광 아버지께 

영광 영광 아들께 

영과 영광 성령님께 

하나님께 영광 

2.뜻을 세우신 아버지 

뜻을 이루신 아들 

또한 운행하는 성령 

우리 생명 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삼일 하나님께 

영광돌려 영광 돌려 

구원이룬 주 하나님께 

                 

Hymns #1095, ss. 1-2 
  

The Lord shall get the glory  

If we will sing His praise,  

And angel hosts will listen  

When we our voices raise;  

The world around will hear us  

Give glory unto God, 

And Satan's hosts will tremble 

And flee our conqu'ring rod. 

Our mouth shut up defeats us  

 

And wins the Devil's smile;  

So why not open battle  

And chase him all the while.  

By "sacrifice of praises"  

And shouts of victory —  

'Twill cost us but our faces  

God's chosen fools to be! 

 

Hymns #241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be Thine, 

And glory be Thine, 

And glory be Thin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be Thine, 

Both now and evermore. 

Praise Him! Praise Him! 

All ye saints adore Him. 

Praise Him! Praise Him! 

Both now and evermore. 

Hallelujah!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be Thine, 

And glory be Thine, 

And glory be Thin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be Thine, 

Both now and ever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