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   능력으로>   
  

1절   
그   선한   힘에   포근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이   마지막   시간   함께   보내며   
새로운   한   해   맞으려   하네   
  

(후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니   
큰   확신   속에   새   날   맞으리   
  

2절   
지난   일들이   우릴   괴롭히고   
무거운   짐   우릴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소서   
(후렴)   
  

3절   
주께서   주신   고난의   쓴   잔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저함   없이   감사로   받으며   
주의   선한   선물로   삼으리   
(후렴)   
  

4절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사   
기쁨의   새   날   보게   하시네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되리   
(후렴)   
  
  
  
  
  
  
  
  
  
  

By   gentle   powers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So   wondrously   consoled   and   without   fear,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With   patience   we'll   endure,   let   come   what   may.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   worries   of   the   old   year   still   torment   us,   
We're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Oh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s   the   healing,   
For   which   you've   chased   us   in   many   ways.   
(Refrain)   
  
  

And   though   you   offer   us   the   cup   so   heavy,   
So   painful,   it's   the   most   that   we   can   stand.   
Not   faltering,   with   thanks   we   will   accept   it   
And   take   it   as   a   gift   from   your   good   hand   
(Refrain)   
  
  

And   should   it   be   your   will   once   more   to   grand   us,   
To   see   the   world   and   to   enjoy   the   sun.   
Then   we   will   all   the   past   events   remember   
And   finally   our   life   with   you   is   one.   
(Refrain)   
  

Warm   and   bright   be   our   candles’   flame   today   
Since   into   gloom   you   brought   a   gleaming   light,   
And   lead   again   us,   if   you   will,   together!   
We   know   it,   you   are   beaming   in   the   night.   
(Refrain)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