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편 본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 고백하나요?

52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때, 다윗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에
게 도움을 주었고, 에돔 사람 도엑이 이 사실을 사울에
게 밀고하자 아히멜렉의 가문이 몰살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분히 여기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간사한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
)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
)하던 자라.“
53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곧 악인이며,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형벌일 뿐임을 경고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
는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56편 본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평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
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다윗의
슬픔, 사면초가에 처한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나요?

57편 본시는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미친 자로 가장하여 그곳을 탈출한 후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까지 어디에서 피하
겠다고 고백하나요? (힌트 1절)

54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과 악인
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호소한 다윗의 기도시입니
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58편 본시에서 시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의를 굽게 하고
악을 자행하는 통치자들을 최고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
),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
).

55편 본시는 압살롬의 반역시에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반을 보고 다윗이 비탄에 잠겨 쓴 시입니다.
다윗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에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나요?
(우리도 가끔씩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59편 본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싸움
에서 승승장구하자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 죽이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의 (
)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
)시며,
나를 (
)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60편 본시는 이스라엘이 에돔으로 추측되는 이웃 국가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
한 민족적 기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무엇을 던지신다고 하시나요?

61편 본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
을 갔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호소하
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무엇을 하였나요?

62편 본시에서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
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
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63편 대적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쫓겨
난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현재 광야(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
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나요?

64편 본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에 악인이 멸망당할
것을 노래한 전반부와 그날에 의인이 기쁜 찬양을 드리
게 될 것을 노래한 후반부로 나뉩니다.
악인들이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힌트 3절, 8절)

65편 본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
한 은혜를 찬양한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
인가요?

66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 본시
를 지었습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뿐 아니라 민족 공동
체적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힌트 18절)

67편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투영
하고 있는 본시는 시인이 ‘우리’, ‘민족들’, ‘모든 민족’
이라는 점층법적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 세계 만방 에까지 미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대해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8편 다윗이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
렘으로 옮긴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복된 상황,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노래한 대서사시입
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1) 고아들에게는:
2) 과부들에게는:

69편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야의 반역 때에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이며,
또한 메시야 수난 예언으로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요한복음 15:25은 시편69편의 몇 절을 인용하였습니
까?
1) 시 69:4
2) 시 69:8
3) 시 69:9
4) 시 69:23

70편 본시는 원수의 위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신속
한 도움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몹시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급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용하였나요?

71편 시인은 백발이 성성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원수
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적
인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
)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
)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72편 본시는 솔로몬의 시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
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통치 결과는 어떤 것인
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야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대해 예언
하고 있는 메시야 예언시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야는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3가지를
써 보세요. (힌트 1-5절)

73편 본 시는 아삽의 시로서,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시험에 빠졌다가(1-14절),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던 중 악인의 결과에 대해 깨닫게 됨(15-28절)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최종적인 결과와 심판에 대해 써 보세요.

74편 본시는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은 훼손되는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대적은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모두 불살랐나요?

75편 본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며 감사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바르게 심판
하실 것이라고 하나요?

76편 본시는 국가적인 중대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