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이름을 부름
창세기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6: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신명기 4: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사기 15: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사기 16: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무엘하 22:4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2: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열왕기상 8:52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18: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역대상 4: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16: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역대상 21: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욥기 27: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시편 3: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4: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17:6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18: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27: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28: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30: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편 34: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5: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6:9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57: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61: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6: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 80: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81: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6: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6: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8:9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사야 12: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시편 89:26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사야 41:25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시편 91: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9:6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시편 102: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16: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8:5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9:145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120:1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30: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8: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5: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3:9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사야 43:21-22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스가랴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사야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도행전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58: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도행전 9:14 여기서도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64: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애가 3:55-58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57 내가 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엘 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나 1: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사도행전 9:21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던 이가
아닙니까?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