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tation 
 Bro. Sione 서 치 원 



97.  O how I(David) love thy law!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요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그 법을 내가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99.  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all my teachers:  
        나에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니                          내 모든 스승보다  

      for thy testimonies are my meditation. 
       이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8.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이 법의 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대의 입에서 

    but thou(Joshua)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오직 그대는 그 책을 묵상할지니                                           밤낮으로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그대가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모든 것을 따라                그 안에 기록된 

     for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이는 그러면                그대의 길이 형통 할 것이요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그러면              그대가 대단히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5.  There shall not any man be able to stand/  before thee  
       아무도 없을 것이다            능히 설수 있는 사람이                          그대 앞에                                           

       all the days of thy life: as I was with Moses, 
      그대 평생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so I will be with thee: I will not fail thee, nor forsake thee.  
      그렇게 내가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6.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for unto this people/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라                     이는 이 백성에게                           

       shalt thou divide/  for an inheritance the land, 
      그대가 나누어 줄 것이다         이 땅을 상속 재산으로                                    

       which I sware un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7.  Only be thou strong and very courageous,  
     오직 그대는  강하고          기를 가질지니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그대가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모든 법(율법)에 따라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thee:  
       나의 종 모세가  그대에게 명령한 것을 

       turn not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지니 

       that thou mayest prosper/  whithersoever thou goest. 
       그대가 형통하기 위함이다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8.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이 법의 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대의 입에서 

    but thou(Joshua)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오직 그대는 그 책을 묵상할지니                                          밤낮으로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그대가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모든 것을 따라                 그 안에 기록된 

     for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이는 그러면      그대의 길이 형통 할 것이요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그러면             그대가 대단히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1.  And it came to pass a long time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after that the LORD had given rest/  unto Israel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에게 

        from all their enemies round about, 
          그들의 모든 원수로부터     사방에 있는 

       that Joshua waxed(became) old and stricken in age.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                                                                   
 
 
 



2.  And Joshua called for all Israel, 
          그리고 여호수아가 불러            온 이스라엘을 

        and for their elders, and for their heads, 
          그들로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장로와          그들의 우두머리와  

        and for their judges, and for their officers, 
          그러나그들의 판관과                      그들의 관리들을 

       and said unto them, I am old and stricken in age: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3.  And ye have seen all/  that the LORD your God hath done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신  

        unto all these nations/  because of you; 
                이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을 위해 

        for the LORD your God is he/  that hath fought for you. 
             이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14.  And, behold, this day/  I am going the way of all the earth: 
              자          보시오                이 날                   나는 가는데                     온 땅이 가
는 길로 

        and ye know/ in all your hearts and in all your souls, 
             여러분은 압니다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여러분
의 혼으로  

        that not one thing hath failed/ of all the good things 
          그러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선한 일 중에서 

       which the LORD your God spake/  concerning you; 
          그러나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에 관하여 

        all are come to pass/  unto you,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and not one thing hath failed thereof.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 중에서 
 
 



6.  Now Jacob's well was there.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Jesus therefore,  being wearied/  with his journey,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지치셨기에                     여행에 

       sat thus on the well:  and it was about the sixth hour.  
          그래서 우물위에  앉으셨고       시간 약 여섯시쯤 되었다 
 

7.  There cometh a woman of Samaria/  to draw water: 
       거기에 온다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길으러 

       Jesus saith unto her,  Give me to drink.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8.  (For his disciples were gone away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unto the city to buy meat(food).) 
          도시로                  음식을 사러 
 
 



31b.   his disciples prayed him, saying,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Master, eat. 
            선생님 드십시오 
 

32.  But he said unto them,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I have meat to eat/  that ye know not of. 
            나에게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33.  Therefore said the disciples/  one to another,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했다                          서로  

          Hath any man brought him/  ought to eat? 
            누군가가 그분께 갖다 드렸는가(하고)               드실 만한 것을 
 

34.  Jesus saith un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나의 음식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나를 보내신 

          and to finish his work. 
            그리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30.  I(Jesus) can of mine own self/  do nothing: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s I hear, I judge:  and my judgment is just;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은 의로우니 

        because I seek not mine won will,  
            그 까닭은      내가 추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뜻을 

          but the will of the Father/  which hath sent me. 
            오직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Meditation 



97.  O how I(David) love thy law!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요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그 법을 내가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99.  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all my teachers:  
        나에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니                         내 모든 스승보다  

      for thy testimonies are my meditation. 
       이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8.  For thou wilt light my candle: 
         이는 주님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기 때문이다 

      the LORD my God will enlighten my darkness.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밝히신다                      내 어둠을 
 

29.  For by thee/  I have run through a troop; 
               이는 주를 힘입어            내가 달렸기 때문이다       군대를 통과해 

      and by my God/  have I leaped over a wall. 
              내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담을 뛰어넘었다 
 



30.  As for God,  his way is perfect: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the word of the LORD/  is tried: 
       주님의 말씀은                          정제되었으니 

        he is a buckler/  to all those that trust in him. 
          그분은 방패가 되신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신뢰하는 

 

 31.  For who is God/  save the LORD? 
             누가 하나님이냐                 주님 외에는 

         or who is a rock/  save our God? 
           누가 바위겠느냐             우리 하나님 외에는 



32.  It is God/  that girdeth me with strength,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띠를 두르시고            힘으로 

      and maketh my way perfect. 
          나의 길을 완전케 하신다 
 

 33.  He maketh my feet/  like hinds' feet,  
        그분께서 내 발을 만드신다          암사슴의 발처럼 

      And setteth me/  upon my high places. 
          그리고 나를 세우신다          내가 높은 곳에 있도록 
 

34.  He teacheth my hands to war,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니 

      so that a bow of steel is broken/  by mine arms. 
          그러므로    강철로 된 활도 부러진다                        내 팔에  



37.  I have pursued mine enemies, and overtaken them: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고 

          neither did I turn again/  till they were consumed.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다 소멸되기까지 
 

38.  I have wounded them/  that they were not able to rise: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they are fallen/  under my feet. 
          그들이 쓰러졌다                          내 발아래로 



22.  And when he had removed him(Saul),  
       그분께서 그를 폐하신 후  

        he raised up unto them/  David to be their king;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윗을 일으켜 세워                                   그들의 왕이 되게 했습니
다 

         to whom also he gave their testimony,  and said, 
           그에 대하여  또한           그분께서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내가 다윗을 찾았으며                          이세의 아들 

         a man after mine own heart,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 

         which shall fulfil all my will. 
                  그가 내 뜻을 다 성취 할 것이다 



23.  Of this man's seed  
             이 사람의 씨에서 

         hath God according to his promise raised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세우셨습니다 

         unto Israel a Saviour, Jesus: 
               이스라엘에게     구주이신 예수님을 





1.  Give ear to my words, O LORD,  consider my meditation.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말에           오 주님이시여              나의 묵상에 유념하소서 
 
 

2.  Hearken unto the voice of my cry, my King, and my God: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for unto thee/  will I pray. 
        이는 주님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3.  My voice shalt thou hear/  in the morning, O LORD; 
        내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침에                      오 주님이여 

      in the morning/ will I direct my prayer unto thee, 
        아침에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and will look up. 
         그리고 바라봅니다 
 



11.  But let all those that put their trust in thee/ rejoice: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          주님께 신뢰를 두는                          기뻐하게(하소서) 

         let them ever shout/  for joy, 
          그들로 항상 소리치게 하소서         즐거움을 인하여       

        because thou defendest them: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let them also that love thy name/  be joyful in thee.  
          그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님안에서  즐거워하게(하소서) 



Meditation 



1.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은 복이 있다 

        that walketh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걷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에 따라  

      nor standeth/  in the way of sinners,  
          서지 않은              죄인들의 길에서  

      nor sitteth/  in the seat of the scornful.  
          않지 않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2.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오직 그의 기쁨은                                   주님의 법에 있다 

     and in his law/  doth he meditate day and night. 
       또한 그분의 법을                      그는 묵상한다 주야로 

        



3.  And he shall be like a tree/ 
       그는 나무와 같다 

      planted by the rivers of water, 
       강물가에 심겨진 

      that bringeth forth his fruit /  in his season;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따라 

      his leaf also shall not wither;  
          그 나뭇잎 또한        시들지 않는다 

      and whatsoever he doeth/ shall prosper.  
          그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바는                   번성한다 

        



14.  Let the words of my mouth, 
       내 입의 말들과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내 마음의 묵상이  

      be acceptable/  in thy sight,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오 주님     나의 힘이시여                   내 구속자시여        



1.  Hear this, all ye people; give ear, 
       이것을 들으라 너희 만백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all ye inhabitants of the world: 
       세상의 너희 모든 거주민들아 
 

2.  Both low and high, rich and poor, together.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함께 (들으라) 
 

3.  My mouth shall speak of wisdom;  and 
          나의 입이     지혜에 대해 말할 것이며 

     the meditation of my heart/ shall be of understanding.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깨달음에서 나올 것이다        
    



1. O God, thou art my God;  early will I seek thee: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내가 주를 구할 것입니다 

      my soul thirsteth for thee, 
       나의 혼이 갈망합니다                           주를  

      my flesh longeth for thee/  in a dry and thirsty land, 
       나의 육체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where no water is; 
          물이 없는 땅에서  

         



5.  My soul shall be satisfied/  as with marrow and fatness;  
       내 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 같이 

      and my mouth shall praise thee/ with joyful lips: 
       그리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즐거운 입술로써 
 

6.  When I remember thee/  upon my bed, 
       내가 주를 기억할 때                                                나의 침상위에서 

    and meditate on thee/  in the night watches. 
          그리고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할 것입니다)                    밤에 자지 않고 

         



11.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the LORD:  
       나는 기억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surely I will remember/  thy wonders of old. 
       참으로 나는 기억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12.  I will meditate also/  of all thy work, 
       나는 또한 묵상할 것이다               주의 모든 일들을  

    and talk of thy doings. 
       그리고 이야기할 것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4. Therefore/  is my spirit overwhelmed/  within me;  
       그러므로           내 영이 짓눌리며                               내 속에서 

     my heart within me/  is desolate.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합니다 
 

5. I remember the days of old; I meditate on all thy works; 
       내가 기억하고      옛날을                      내가 묵상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I muse on the work of thy hands. 
       내가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한 일을 
 
 
 

         



147. I prevented the dawning of the morning,  
        내가 앞서 일어나                아침이 밝기 전에 

        and cried:  I hoped in thy word. 
       부르짖었으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148. Mine eyes prevent the night watches, 
          내 눈이 앞서 가니       밤의 경점보다  

    that I might meditate/  in thy word. 
          내가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Meditation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