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기쁨, 슬픔,
감사와 찬양, 죄의 고백 및 회개를 표현하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예배와 축제 때에 찬양 및 신앙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5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악한 사람들의
유형을 3가지 이상 써 보세요.

1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3가지와, 하는 일
2가지를 써 보세요.
1) 하지 않는 일:

2) 하는 일:

6편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
)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여호와께서 내 (
)를 들으셨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2편 본시는 다윗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왕의 시”입니
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은
받은 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7편 본 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은 ‘나의 방패’는 누구
라고 고백하나요?

3편 본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쓴 시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요? (힌트: 3-4절)

8편 본시는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
니다. 시의 시작과 끝의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 써
보세요.

4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도록 돌보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9편 본시는 암몬족속의 정복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0편 본시는 악인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무신론
자처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나요?(힌트: 4절)

11편 본시는 다윗의 모든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 써 보세요.
1) 여호와는 (
)과 (
)를
미워하시도다.
2) 여호와는 의로우사, (
)을
좋아하시나니,

12편 하나님께서 경건하면서도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
들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나요?

13편 본시에서 다윗은 두려운 중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나요?

14편 10편에 이어 본시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15편 본시에는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3가지 이상 써 보세요.

18편 본시는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승리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
),
완전한 자에게는 (
),
깨끗한 자에게는 (
),
사악한 자에게는 (
)을 보이시
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 이라고 고백합니다.

19편 본시에서 시인은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열납되기
를 원한다고 기도하나요?

20편 본시는 출전을 앞둔 왕이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
는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
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16편 시인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서 삶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요절을 찾아 써
보세요.

17편 본시는 자기를 둘러싼 악한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
)처럼 지키시고,
주의 (
) 아래에 감추사,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21편 본시는 20편과 짝을 이루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
)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
)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22편 본시는 일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겪은 고난과
승리의 체험을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야의 고난
과 승리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1-21절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통해하지만,
22절부터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묵상하며 써 보세요.

23편 본시에서 시인은,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하시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24편 본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예루살렘에 법궤를 메어 올린 것을 기념한 시입니다.
7-10절에서,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5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25편 본시는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고난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데, 각 절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세요.
1) 6절:
2) 8절:
3) 1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