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본시에서, 여호와를 의지
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노래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산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나요?

126편 본시는 바벨론 포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과
혀에는 무엇이 가득하였나요?

127편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헛된
수고를 다룹니다. 2절에 나타난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누가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1절)고
말씀하나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128편 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행복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복을 찾아 써 보세요.
1) 자신(남편, 2절):
2) 아내:
3) 자녀들:
129편 본시는 바벨론 포로 당시를 회상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지붕위의 풀처럼 잠깐 반짝하는 듯하나, 하나님의 공의
의 심판의 때에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구절
은 몇 절인가요?
130편 본시는 마음속 깊은 회개의 시입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더 하다고 말하나요?

131편 본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어머니와 젖먹
이 아기로 비유한 노래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고요하고 평온하듯,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132편 본시는 성전순례자들이 즐겨 부른 성전 봉헌의
노래입니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
)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2) 여호와께서 (
)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곧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133편 본시는 형제가 연합하고 교제함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형제’라는 단어에 ‘가족’, ‘목장’,
‘우리 교회‘를 넣어 말씀을 읽어 보세요.
“보라. (
)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4편 본시는 깊은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135편 본시는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할 대상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단어
가 모두 몇 번 기록되어 있나요?

136편 본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보호하심,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나에게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136편 27절을
자신의 고백으로 써 보세요.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7편 본시는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
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에 울리던 수금을 버드
나무에 걸어 놓고 노래하기를 중단했던 이유는 무엇
인가요?

138편 본시는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한 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은 시입니다.
1)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39편 본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찬양시로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
)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
)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 지라도, 거기에서도 (
)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
)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새번역)
140편 본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핍박에서
구원해 달라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와 궁핍한 자에게
각각 어떻게 해 주신다고 합니까?

141편 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윗의 시입니
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였나요? (힌트 2절)

142편 본시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지은 기도입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는 것 같은 다윗은,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146편 146-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
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라
고 권면하나요?

잠언 1장 다음 중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으로 언급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지혜를 알게 함
2)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함
3)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함
4) 하나님을 찬양함

147편 본시는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
합니다. 본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10절)과 기뻐하시는 것(11절)을 각각 찾아 써 보세요.

2장 본 장을 천천히 읽으시며,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주는 유익을 2가지 이상
찾아 써 보세요.

143편 본시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 8절을 찬양으로 만든 다음 곡을 들어 보세요.
“유튜브에서 꿈이 있는 자유 3집- 아침에 나로(아침
묵상)“을 검색해서 들어 보세요.

148편 본시에서 시인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는 요청을 합니다. 본시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144편 본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노래
한 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을 복을 찾아 써 보세요. (12-15절)

149편 본시는 148편에 이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마다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 적어 보세요.

145편 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노래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
)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50편 본시는 시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로서,
찬양하는 장소와 악기, 그리고 찬송할 자들을 총동원
하여, 우주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을 찬양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장 다음의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4장 저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설명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
)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
)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