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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A.

a.<과거-은혜>

0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02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0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b.<간구>

04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05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0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07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08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B.

a.<현재-고난>

09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5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c.<우리는-주께서는>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21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b.<간구>

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