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 84:4, 새번역)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Ps 84:4, ESV)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ever 
singing your praise! Selah



(시 84:1, 새번역) 만군의 주님, 주님
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요.

(Ps 84:1, ESV) [To the 
choirmaster: according to The 
Gittith. A Psalm of the Sons of 
Korah.]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of hosts!



(시 84:2, 새번역)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Ps 84:2, ESV) My soul longs, yes, 
faints for the courts of the LORD; 
my heart and flesh sing for joy to 
the living God.



II.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행복
한 사람입니다.



(시 84:5, 새번역)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Ps 84:5, ESV)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in whose 
heart are the highways to Zion.



(호 6:4, 새번역)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
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
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Hs 6:4, ESV) What shall I do with you, 
O Ephraim? What shall I do with you, 
O Judah? Your love is like a morning 
cloud, like the dew that goes early 
away.



(호 6:6, 새번역) 내가 바라는 것은 변
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
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
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Hs 6:6, ESV) For I desire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시 84:6, 새번역) 그들이 '눈물 골짜
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
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Ps 84:6, ESV) As they go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the early rain 
also covers it with pools.



III.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
복한 사람입니다.



(시 84:8, 새번역) 주 만군의 하나
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
시오. (셀라)

(Ps 84:8, ESV) O LORD God of 
hosts, hear my prayer; give ear, 
O God of Jacob! Selah



(시 84:10, 새번역)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
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Ps 84:10, ESV) For a day in your 
courts is better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wick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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