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편 다윗은 본시 8-11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
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나요?

104편 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한 것들
이라고 다윗은 기록했나요?
1) 골짜기의 샘 (10-12절):
2) 나무들 (16-17절):

107편 본시는 바벨론 포로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본시에서 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
다. 그 말씀을 적어 보세요.

108편 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찬양시
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엇보다 높고
무엇보다 깊은가요?

111편 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이 지혜의 근본(the beginning of wisdom)
이라고 하나요?

112편 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노래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을 복들을 적어 보세요.

3) 높은 산들(18절):
4) 바위(18절):
105편 본시에서 시인은 아브라함때부터 가나안 입성 때
까지를 회고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에게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찾아
써 보세요.

109편 본시는 악인의 악행과 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
(1-20절), 의인의 곤고함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21-31
절)로 구성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하나요?
(힌트 2-4절)

106편 본시에서 시인은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시대,
가나안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켜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
)
그들의 고통을 (
)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
)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
)”

110편 본시는 힘 있고 웅장한 느낌으로 쓰여진, 다윗의
메시야 예언시입니다. 마태복음 22:41-46절에서
‘다윗은 (
)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
)라고 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그리스도/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하나님) 네(예수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
까지 너(예수님)는 내(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13편 본시는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
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
인지 써 보세요.

114편 본시는 자연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힌트 1절)

115편 본시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본시에서,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지 써 보세요. (힌트 9-11절)

116편 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한 편의 간증시
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 스올의 고통
이 이르렀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
기도했나요?

117편 본시는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로서, 집회에서 찬양
을 시작할 때 부르는 송영시(경배시)입니다.
2절을 써 보세요.
(1절)“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

118편 본시는 히브리 축제일에, 예배자로서 성전에 올라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115편 9-11절에 이어, 본 시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119편 본시는 176절이 이어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
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 마다 8절씩
갖추어 176절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주제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축복’
입니다.
1)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시인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요?

3)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
)이요,
내 길에 (
)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즉, 현재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길에 즉, 앞으로 우리의 갈 길에 기준이 되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5)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
하나요?

120편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며,
본시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시입니
다. 본시의 시인은 누구와 함께 오래 거주한 것을 후회
하고 있나요?

121편 본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
과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
요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써 보세요.

122편 본시는 순례자가 귀향하기 전, 예루살렘의 영광과
안녕을 기도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의 지파들 즉 여호와
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
해야 할까요?)

123편 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124편 본시는 위험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대적에게서 구원을 받은 다윗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비유하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