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rms	and	Conditions	
	
힐송�뮤직의�디지털�악보를�구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악보의�구매��및�증정으로�허가된�권리는�다음과�같습니다.�

�

1.�백업을�목적으로�한�복사본을�한�장�만드는�것�

2.�개인적�용도(�공연,�예배,�레슨,�독학�등)�를�위해�한�장�출력하는�것�

�

이�악보의�구매는�아래의�권리�및�사용을�허가하지�않습니다.�

�

1.�이�악보의�일부�혹은�전체를�재생산�하는�것�

2.�어떤�목적으로든�이�악보의�일부�혹은�전체를�재번역하거나�

수정하거나�변경하거나�편곡하는�것�

3.�어떤�목적으로든�제�3자가�이�악보의�일부�혹은�전체를�

재번역하거나�수정하거나�변경하거나�편곡하도록�하는�것�

4.�이�악보를�다른�이와�무단�공유하거나�이�악보를�통해�허가된�권리를�

다른이에게�임대,�대여,배포,�승인하는�것�

�

예배에서의�사용을�목적으로�이�악보를�재생산�하고자�하는�경우에는�

CCLI�라이센싱을�통해서만�가능합니다.�

CCLI�코리아�:�https://kr.ccli.com�

저작권�및�번역�가사�문의�:�translations@hill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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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운데�있을�때��
한국어�공식�번역본��

(Another In The Fire) 
�

작사�작곡:�Chris Davenport & Joel Houston 
���������������������������번역:�Elijah S.Park, Soochan Ahn &  

Ji Eun Kim� 
                                                                                  

1 절:�

나의 삶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 속에 
비춰 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

후렴�1:�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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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

태그:�

불 가운데 있을 때에  
 
2 절:�

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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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2:�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

브릿지:�

나의 눈 열어 어둠 이긴 
빛 되신 주를 보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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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

3 절:�

찬양해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

후렴�3:�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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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모든�순간마다�

주의�선하심�보니�

그�어떤�상황�속에서도�

나는�즐거워�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