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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있는 사람이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은? (1장)
# 복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인가?
2. 열방과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2장)
#

시편에는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많다. 2:7, 2:12, 3:2 을 읽고 그중에 하나를 써보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_________시요 나의 _________이시요 나의 ________를 드시는 자니이다(3장)
4.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________은 저희의 ________과 새 포도주의 ________할 때보다 더하니이
다

내가 __________ 눕고 ________도 하리니 나를 __________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시니이다 (4장)
5. 나의 _____, 나의 _________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_____께 기도하나이다 여
호와여 _________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________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5장)
6. 다윗은 고통 속에서 무엇이 떨린다고 고백하는가? (6장)
7. 다윗은 자기의 방패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7장)
8.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자와 축복인 8:5-6을 써보자.

9. 다윗은 심판자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변호하시나? (9장)
10. 10장에 나타난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5가지만 써 보자.

11.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11장)
12. 여호와께서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경건한 자들을 어디에 두신다고 약속하시나? (12장)
13. 다윗이 두려움 중에서 무엇을 의로하며 무엇을 기뻐하는가? (13장)
14.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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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인가? 5가지만 써보자 (15장)

16.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16장)
#

다윗은 메시야 예언인 16:10을 써보라.

1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감추어 주시는가? (17장)
18.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5가지만 써보자 (18장)

19. 다윗의 고백인 19:14을 써보자.

20.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윗과 성도들은 누구를 자랑한다고 하셨나? (20장)
21.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21장)
22. 시편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는 다윗의 예언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예언한다. 한번 써보라 (22장).
#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계된 예언들을 찾아서 둘 이상 써 보자.

23.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3장)
24.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24장)
25.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자신의 중대한 죄악한 무엇으로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가? (25장)
26. 다윗이 사랑하는 곳은 무엇인가? (26장)
27. 다윗이 대적과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가지만 써보라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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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윗은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가 응답되는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28장)
29.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29장)
30.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고쳐주셨는가? (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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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편 31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시31:5과 시44:22 을 읽고 그중에 한절을 써보라.

32. 복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32장)
33. 의인들이 해야할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33장)
34. 시편에는 암송구절들이 많다. 시34:9-10을 써보자.

35. 원수가 무고히 해하려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였는가? (35장)
#

다윗은 무엇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간구하는가?

36. 시편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 증거하는가?
#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37. 시편 37:4-5을 쓰고 암송하자. (37장)

#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5가지만 써보자.

38. 시편기자 다윗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38장)

39.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가? (39장)
#

다윗은 용서를 간구하면서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가?

40.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가?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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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은?
4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누가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했는가? (41장)
42. 시편가지는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42장)
#

시42:5을 암송하고 한번 써보라.

43. 시편 43:5을 써보자.
44. 시편가지는 대적들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무엇으로 밟는다고 했는가? (44장)
45. 하나님 즉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의 홀은 어떠한가? (45장)
46. 우리가 바닷물과 산이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6장)
47. 시편기자는 만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외치라고 권하는가? (47장)
48.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48장)
49.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49장)
50.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가? (50장)

51.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에서 무엇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가? (51장)
#

다윗은 회개하면서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는가? (51장)

#

다윗은 무엇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가?

52.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52장)
53.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53장)
54. 54:4 을 써보자.

55. 하나님이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55장)
56. 다윗이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5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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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7장)

58. 하나님은 악인의 무엇을 꺾으시는가? (58장)

59. (59장) 나는 주의 _____을 노래하며 아침에 _____의 _______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_____는 나
의 ________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__________심이니이다

나의 _____이시여 내가 _____께 찬송

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_________이시며 나를 __________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60.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60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