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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제목
노래: 론 무어
1.

Hymn For The 21st Century : 21세기 찬양송

2. The Wrangler : 마부
3. Mary : 성모 마리아
4. The Sun Is Up : 떠오르는 태양
-------Mary--------1
Of all of her saints and sinners
Prophets and princesses
Bethlehem never saw anyone like you
Royalty's line of David
Raised in the holy temple
Soon to become the temple of the King of
Kings
Chorus2: Mary, conversation of angels

1

성모 마리아: 베들레헴의 성인, 예언자,
공주를 비롯하여 죄인까지도 다윗 왕 후손인
당신과 같은 분을 바라본 이가 없도다.
당신은 왕중 왕의 성전이 되시나이다.
2

합창: 하느님의 어머니, 안나의 딸, 천사의

대화이신 성모 마리아여, 가브리엘 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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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s daughter Mary, Mother of God
Gabriel's grand announcement
Mary's own humble acceptance
As you received Him may our hearts receive
Him too
Virgin and Holy Spirit
Mystery and conception
Chosen and willing bore the Savior of the
world
-------The Sun Is Up3-----There's a sparkle in the air
There's a power everywhere
It's like the first day, It's like the first day
There's a laughter on the sea
Trees seem to smile at me
There's a word I barely say, a word I barely
say
Chorus4: The Sun is up, the Sun is up

희소식이며 겸손한 순종이시여, 당신께서 주님을
모신것 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게하소서.
동정과 성령, 신비와 잉태, 선택된 이여, 당신의
의지로 세상의 구세주를 낳으셨나이다.
3

창공의 빛이며, 온 세상의 능력이 천지창조
때와 같구나. 바다가 웃고 나무가 나에게
미소지으니, 이를 형언할 말이 없구나.
4

합창 : 태양이 떠오르네, 태양이 떠오르네,

3

No more darkness, no more fear
The Sun is up, the Sun is up
The Sun is here
There's a sound of running feet
There's a loud voice when they meet
There's a stone that's rolled away, a stone
that's rolled away!
론 무어
소개 :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사작곡가며
시인이고 코미디안이다. 그가 공연하는 콘서트의
내용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배경과 세계적
견해에서 온다.
그의 기타연주와 유머가 섞인 콘서트는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매혹시킨다. 그는 부인과 함께
1995년 정교회로 개종하였다. “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감명을 받았고, 인간의 삶과 신학에 대한 모든
의문점들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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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네. 태양이
떠오르네, 태양이 떠오르네, 우리와 함께 있네.

달리는 발소리가 맞 부딫혀 크나 큰
화음소리가 되고, 굴어가는 돌은 그 자취를
감추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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