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tation on the scriptures is essential for us to do when we listen to
sermons and teachings in church or in video.

말씀 묵상은 교회에서나 비디오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공부를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It is still important when we read the Bible in person at home and
search the scripture while studying the Bible.

말씀 묵상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도 여전히 중요합
니다.

We have Two main verses for our meditation; one is in King David’s
Psalms and the other is in Joshua.

오늘 묵상에 대해 주요 성경구절은 두 군데 입니다 다윗왕의 시편과 여호수
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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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 s opening verses are Joshua chapter
1:5~8 .

먼저 여호수아 1:5-8의 말씀입니다

This part is God ’ s promise to Joshua who
became the top leader after Moses died.

이 부분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
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는 이야기입
니다

He was in charge of conquering the land
where many s in fu l Gent i les l iv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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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ng the land to the Israelites for their
inheritance.
여호수아는 죄 많은 이방인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속
재물로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4



God’s promise to be with Joshua and his 
encouragement of him are repeated over and 
over.  
하나님께서 거듭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약속을
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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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b was onerous or very heavy and he
needed to be well equipped to accomplish
God’s promise.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는 일은 어
렵고 막중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야 했습니
다

What did he do to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in finishing his difficult mission from
God?

그가 일을 잘 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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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입니까?

The first thing is the meditation on the book of
the law, which is the Bible.

첫번째는 법(율법)의 책 곧 성경을 묵상 하는 것
입니다.

And the second thing is to do all that is written
in the bible based upon this meditation.

두번째는 묵상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Just a tip for you. 잠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How many times do you think the word
‘success’ is mentioned in the KJV?

킹제임스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요?

You can have multiple guesses if you like.

객관식 보기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only place.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So if you want to get the biblical success,
please be alert and listen carefully.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적인 성공을 원하시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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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And we can safely say that the first step of the
royal way to biblical success is the meditation
on the Bible.

우리가 안심하고 말 할 수 있는데, 성경적 성공
의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묵상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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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3 tells the story of Joshua’s farewell speech when he was about to 
die.
23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He had already accomplished the mission of conquering the land and 
distributing it to the Israelites.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완
수했습니다
When he looked back, he was prosperous on his way and had good success 
to fulfil God’s promise.
그가 되돌아 보았을 때 그는 하는 일이 잘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훌륭히 성공을 했습니다
Now he became very old and weak so he made a farewell address to the 
Israelites. 
이제 그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별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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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is faithful to all his promises.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시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The reason we meditate on His promises is that he is not the one who fails to 
keep his promise.
우리가 그분의 약속들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Joshua’s success is from God. 
여호수아의 성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His goal is based upon God’s promise and swearing to keep his promises.
여호수아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분의 맹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He meditated on God’s promise over and over even though 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war.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전쟁 중이라도 계속 묵상 했습니다
That made him prosperous and have good success.
이런 묵상 때문에 그는 형통하고 훌륭히 성공 했습니다
We also want to be prosperous and have good success in our life, right?
우리도 또한 우리 삶에서 일이 잘되고 훌륭히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What shall we do? 
무엇을 하면 될까요
Let our life’s goal be based upon God’s promise and meditate on i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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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고 그 약속을 묵상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He never fails to help us toward our success.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돕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습니다
Not even in one thing. 
한 가지도 없습니다
That is because our success is from God.     
이것은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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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let’s turn to John Ch4.
이제 요한 복음 4장으로 갑니다
This story happened when Jesus went to Galilee departing Judea.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 대 일어난 일입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stopped by the place where Jacob’s well was located.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곱의 우물 있는 데서 잠시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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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finishing th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e woman, his disciples 
came back with the food.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끝나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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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perplexed.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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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the goal of Jesus on the earth.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It is to do the will of God and to finish his work like Joshua.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호수아처럼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치는 것입
니다
It is the reason He needs food. 
예수님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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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 lived a successful life.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He completed the mission to occupy and distribute the promised land to 
Israel’s people.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It was God’s will for him.
이것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였습니다

Jesus lived a successful life.
예수님도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He did God the Father’s will and finished his will when he died on the cross.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How can we live a successful life?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까요?
We can do it when we meditate on God’s promises in the Bible.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 됩니다
It is the way Joshua had good success through his meditation.
그것이 여호수아가 묵상을 통해서 훌륭한 성공을 이루어 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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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David had his own method of how to apply the word of God to
his real life every day.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신의 실 생활에 적용하는 자신만의 방
법이 있었습니다

It is his meditation.

바로 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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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s 119:97,99 is his testimony.

시편 119:97,99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King David could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that of all his mentors and consultants.

다윗이 자신의 멘토와 전략가들보다 더 많은 명
철을 가질 수 있었는데

It is through his meditation on the Scriptures.

바로 성경을 묵상 하는 것입니다

He became well equipped to rule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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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ites as a King through his meditation.
다윗은 묵상을 통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준비가 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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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et some of his personal testimony in Psalms 18.
시편 18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을 봅시다

David was busy fighting in many wars 
throughout his life.
다윗은 그 인생동안 많은 전쟁에서 전투하면서
살았습니다
And he was also struggling with many 
difficulties around him.
그는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속에
서 씨름 했습니다
Psalms are full of his meditation showing this.
시편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다윗의 묵상이 가득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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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earned how to fight in war from God.
다윗은 전쟁에서 싸우는 법을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David even learned how to break a steel bow to aim him with his arms in the 
very act of the war.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두 팔로 강철로 된 화살을 부러뜨리는 것도 전쟁의 현장에
서 배웠습니다
War is not a game.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War is the terrible act where to survive or to die matters in a bloody fight.
전쟁은 피 튀기는 전투에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 처참한 현장입니다
It is not comparable to this kind of Covid 19 situation we are suffering in now.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20



Psalms 18 was written by David in the day the LORD delivered him from the 
hand of all his enemies, and the hand of Saul.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냈을 때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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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as he called “a man after my own heart” by God?
왜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라고 불렀을 까요
I think it is because he is a man of meditation on God’s promises.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사람 이였기에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And God promised “David shall fulfill all my will” .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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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 fulfilled God’s will and God raised up A Savior Jesus of David’s seed 
according to his promise.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다윗의 씨에서 자신의 약속대로 구주 예
수님을 일으켰습니다
It is the biblical success.
이것이 성경적인 성공입니다.

Can we have good success like David?
우리도 다윗처럼 훌륭히 성공 할 수 있을 까요
Yes, keep going in meditation on the scriptures.
네 성경을 계속 묵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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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before we get into the meditation of 
David more, let’s get the song of Psalms 5 first 
in sound track. 
이제 다윗이 묵상한 것을 더 들어가기 전에 시편 5편을 노래한 음원을 듣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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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was very diligent in meditating in the morning.
다윗은 아침에 부지런히 묵상 했습니다
He can pray more and sincerely through his meditation.
묵상을 통해 더 많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We can do it. Let’s just copy David!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25



26



Now we have a few psalms of David to look into and I hope we will find 
some lessons.  
이제 묵상의 대가 인 다윗의 시편을 몇 편 살펴보면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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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 who meditates day and night is blessed one like David.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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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 who meditates produces much fruit of the Holy Spirit and shall be 
prosperous in his business.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일에서 형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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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store up in our heart many verses of the bible, we automatically 
meditate on the verses and it is acceptable to God.   
마음에 성경의 구절들이 가득 쌓이면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
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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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ditate is to understand.
묵상을 하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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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meditate, we seek the Lord in heaven not seek the things seen in this 
world.   
묵상을 하면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33



Time and place don’t matter if we meditate on the Lord.  
묵상에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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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leads us to talk of the grace and his mercifulness.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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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 hope we will have a more abundant life through meditation. Amen
묵상을 통해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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