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2.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1.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2.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3.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십자가로다

4.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후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 259장 예수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3. 주님 예수 다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 눈보다 더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1.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 하는가
2. 주 예수와 밤 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후렴)

(후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5.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7.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 금이나 은같이 없어 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3.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4.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후렴)

(후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6.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4.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 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2.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5.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

3.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