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among them."(Mt 
18:20)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

“엘레 하드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창 3:9)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and 
said to him, "Where are you?"(Gn 3:9)



15일 vs 40년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민 14:1)

Then all the congregation raised a loud 
cry, and the people wept that night.(Nm 
14:1)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
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
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민 14:2-3)

"Would that we had died in the land of Egypt! Or 
would that we had died in this wilderness! Why is 
the LORD bringing us into this land, to fall by the 
sword? Our wives and our little ones will become 
a prey. Would it not be better for us to go back 
to Egypt?"(Nm 14:2-3)



바로 그 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
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창 15:18)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saying, "To your offspring I 
give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Gn
15:18)



내가 너희 앞에 보여 주는 이 땅은, 나 주
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신 1:8)

See, I have set the land before you.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to give 
to them and to their offspring after 
them.'(Dt 1:8)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너희가 올라가서 얻으라.
Go up, take possession.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
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
와 위로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롬 15:4)

For whatever was written in former days 
was written for our instruction,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Rm 15:4)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
다.(사 41:10)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Is 4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