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19:1-8
Ps 119:1-8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1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1 Blessed are they whose ways are 
blameless, who walk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시 119:1-8
Ps 119:1-8



2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2 Blessed are they who keep his 
statutes and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시 119:1-8
Ps 119:1-8



3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3 They do nothing wrong; they walk 
in his ways.

시 119:1-8
Ps 119:1-8



4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 You have laid down precepts that 
are to be fully obeyed.

시 119:1-8
Ps 119:1-8



5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5 Oh, that my ways were steadfast in 
obeying your decrees!

시 119:1-8
Ps 119:1-8



6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6 Then I would not be put to shame 
when I consider all your commands.

시 119:1-8
Ps 119:1-8



7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7 I will praise you with an upright 
heart as I learn your righteous laws.

시 119:1-8
Ps 119:1-8



8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8 I will obey your decrees; do not 
utterly forsake me.

시 119:1-8
Ps 119:1-8







추석(秋夕)

한가위

한(크다)+가위(가운데)



일 년 열두 달

삼백 육십오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거식증(拒食症, anorexia)

신경성 식욕 부진증
(anorexia nervosa)



마 4:4 ...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Mt 4:4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I.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1-4
절).



시 119:1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
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
다.

Ps 119:1 Blessed are they 
whose ways are blameless, 
who walk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시 119:2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Ps 119:2 Blessed are they 
who keep his statutes and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새번역: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히브리어. 영어성경: 

“복이 있다. ~하는 사람은”



살다 - walk (1절, 3절)
지키다 - keep (2절)
찾다 - seek (2절)
행하다 - do (3절)



시 119:67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Ps 119:67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I obey your word.



시 119:176 나는 길을 잃은 양처
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
님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나는 주
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Ps 119:176 I have strayed 
like a lost sheep. Seek your 
servant, for I have not 
forgotten your commands.



창 26:5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
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
기 때문이다.“

Gn 26:5 because Abraham 
obeyed me and kept my 
requirements, my commands, 
my decrees and my laws."



왕상 3:14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
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
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1Kg 3:14 And if you walk in 
my ways and obey my 
statutes and commands as 
David your father did, I will 
give you a long life."



롬 4:2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
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Rm 4:2 If, in fact, Abraham 
was justified by works, he had 
something to boast about--
but not before God.



롬 4: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
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
였습니다.

Rm 4:3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롬 4:6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
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
습니다.

Rm 4:6 David says the same 
thing when he speaks of the 
blessedness of the man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롬 4:7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
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Rm 4:7 "Blessed are they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롬 4:8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
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Rm 4:8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II.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
절히 사모해야 합니다(5-8절).



시 119:5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Ps 119:5 Oh, that my ways 
were steadfast in obeying 
your decrees!



시 119:6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Ps 119:6 Then I would not 
be put to shame when I 
consider all your 
commands.



시 119:8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
십시오.

Ps 119:8 I will obey your 
decrees; do not utterly 
forsake me.



마 7:21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
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
어간다.

Mt 7:21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시 119:7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
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Ps 119:7 I will praise you 
with an upright heart as I 
learn your righteous l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