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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후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 밖에 없네 

찬양

찬양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A4yiLYis7M
https://www.youtube.com/watch?v=yA4yiLYis7M


로마서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

은 자 되었느니라

Key Verse



1.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무능

력하다 하고 멸시 하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는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

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이 차별없는 은혜의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시간 잊고 살아

가고 있다면, 다시금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한

번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모든 자에게 차별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

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교회를, 우리를, 나

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

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

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

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5.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보시고,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

게 하옵소서. 

6.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지켜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섬기는 그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동료들, 환자들, 보호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7.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 박해를 받는 이

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

과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시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