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나임 남성 찬양팀 5월 찬양 콘티 (5/27, 선교불씨)
* 하나님은 준비된 찬양가운데 임하시지만 준비한 대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콘티는 찬양하면서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번호

곡명
(코드, 시간)

1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E, 3")

2

음악 콘티
* 8beat 기본 리듬
1. Piano Intro
2. 반복하면서 점점 풍성하게

3

* Shuffle 리듬
1. 드럼 Intro
2. 수번 반복
3. 마지막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3번 반복

4

우리 함께 모여
(G, 2")

* Shuffle 리듬, 흐름상 제외 가능
1. 3번 찬양에서 연결, 셔플 리듬
2. 수번 반복

6

7

여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감 있
게 표현

* 8beat 기본 리듬
1. 1번 찬양에서 연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 한두번 반복후 멘트
"눈들 들어 산을 보아라" 가사에서 산의 의미를
(E, 6")
3. 멘트 후 수번 반복
생각하며 찬양
4. 후렴 수번 반복 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가사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로 변경
기뻐하며 왕께
(G, 4")

5

영성 콘티

주 예수 사랑 기쁨
(G, 3")

우리들의 무기는
(G, 6")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G, 6")

* Shuffle 리듬
1. 4번 찬양에서 연결
2. 수번 반복
3. 마지막 "주 예수 사랑 기쁨 내맘에" 3번 반
복하며 엔딩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
한 목자 가사 하나 하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
기를 소망하며 찬양

기쁨의 영을 맘껏 누리면서

* Shuffle 리듬
1. 간단히 멘트 후 처음 한번은 기타와 피아노
만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2. 수번 반복, 남성적으로 행진하는 느낌
께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
3. 중간에 멘트로 끊고 다시 할수도 있음
는 고백을 담아서
4. 후렴 느리게 반복하면서 통성 기도로 연결,
8beat 기본 리듬
* 8beat 리듬
1. 통성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Piano Intro
2. 수번 반복하면서 풍성하게
3. 마지막 후렴 반복시엔 완전히 클라이 막스
로
4. 마지막 후렴 3번 반복할때 가사 변경
1) 주의 영광 이 곳에 가득해
2) 주의 영광 교회에 가득해… 모든 성도
3)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선교불씨 찬양, 마지막 후렴 3번 반복할때
1) 람원교회, 가정, 직장, 학교를 향해 선포
2) 전도회별 형제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
3) 전도회별 선교사님과 북한, 중국, 열방을 향
해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