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편 본시는 고난 중에 더욱 성숙되는 신앙을 노래합니
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7-9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
) 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
)하리로다.”

81편 본시는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민족의 절기에
부르도록 지어진 노래입니다. 본시에 기록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쓰여진 요절을 찾아 써 보세요.

78편 본시는 모세로부터 다윗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후대에게 영적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본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단어로 써 보세요.
(예) 완고, 패역(8절)
거절 (10절)

82편 본시는 정의와 공평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판단하여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나요?

79편 본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쓴 아삽의 시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비방한 자들에게 몇 배나 갚아 줄 것을 간구하나요?

83편 본시는 선민의 원수에 대하여 심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대적
들이 낭패와 멸망을 당하여, 결국엔 어떤 고백을
하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나요? (힌트 16, 18절)

80편 본시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패망하던 때를
배경으로 쓴 아삽의 시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시인은
말하나요?
1) 우리가 하는 일:

84편 본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 보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더 좋고 복되다고 고백하나요?

2) 하나님이 하시는 일:

85편 본시는 바벨론 포로귀환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입니
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노래하나요?

86편 본시는 다윗이 역경을 극복한 비결을 보여주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이 기도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써 보세요.

87편 본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로 재건한 성전이,
이전에 비해 보잘 것 없음에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용기
를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공통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
)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
)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
)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88편 본시는 육체적 고통, 신앙적 고통, 사회적 고통을
토로하는 헤만의 비탄시입니다. 시인은 주야로 주님 앞
에 부르짖으면(1절), 언제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것이
라고 고백하나요? (그만큼 시인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9편 본시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중 하나인 에단
의 시입니다. 본시 4절과 21절에 반복하여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90편 본시는 모세의 기도시로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무엇과 무엇뿐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나요?

91편 본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안전함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
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2)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94편 본시에서 시인은 부당하게 의인과 약한 자를 압제
하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의 복을 찾아 써 보세요

98편 본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지는 악기들을
찾아 써 보세요.

99편 본시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킨 세 사람의 이름을 써 보세요.

95편 95-100편은 성전 예배 때에 사용된 경배와 찬양시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여호와 앞
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힌트 3,7절)

100편 본시의 3절을 암송하고 써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92편 본시는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정직한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
니다.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3편 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고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
가요?

96편 본시에서는, 온 세상이 주님을
표현합니다.
“하늘은 (
),
땅은 (
),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

노래하고 찬양함을

),
(
앞에서
).”

97편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 주시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101편 본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신의 통치철학을
‘인자와 공의’로 삼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멸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힌트 5절)

).

102편 본시는 익명의 저자에 의한 바벨론 포로의 탄식
노래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
),
천지는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주는 (
).
영원히 존재하시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