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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61장)
#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에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나?

62.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62장)
63. 다윗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3장)
64. 의인은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64장)
65.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복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65장)
# (65장) 주께서 밭고랑에 _____을 _________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_____ ____로 부드
럽게 하시고 그

싹에 ____ 주시나이다 주의 _________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________이 떨어지며 들의 ________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________으로 ____를 띠었나이다 초
장에는 _________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_________이 덮였으매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
이다
66. 주께서는 듣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66장)
67. 하나님은 우리를 __________ 여기사 _____을 주시고 그 _________ _____ 으로 우리에게
____________ (셀라) 주의 _____를 땅 위에, 주의 __________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68.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8장)
69장. 주께서 나의 _________과 ________와 ________을 아시나이다 내 ________이 다 주의 앞에 있
나이다 훼방이 내 _________을 _____하여 _________이 충만하니 _________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__________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_________를 나의 ________로 주며 갈할 때에
_____ 로 마시웠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70. 시편기자는 누구를 보고 자기 수치로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가? (70장)
71. 시편기자의 어릴 때 부터 의지는 누구이신가? (71장)
72.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들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2가지. (7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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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편은 제3권의 시작이다. 아삽의 시들이 나온다. 시편기자는 무엇이 복이라고 했는가? (73장)
74. 옛적부터 ____________ ___________ 주의 ________의 지파로 삼으신 ____의 _________을 기억하
시며 주의 거하신 ___________도 생각하소서
75. 아삽이 시편 75편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75장)
#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은 어떻게 되는가? (75장)

75. 하나님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시는가? (76장)
77. 극히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77장)
78. 그 열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78장) 그 열조 곧 _______하고 ______패역하여
그 마음이 ________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________ _________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
이로다
79. 시편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을위하여 도우시며,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나?
(79장)
80.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________에서 굽어보시고 이 _____________ 를 권고하
소서 주의 _________으로 _________ 줄기요 ____ 를 위하여 _________ 하신 가지니이다
81. 우리 _______ 되신 하나님께 높이 _______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________ _______ 할찌어다
_____를 읊으며 _________를 치고 아름다운 ________에 ________ 를 아우를찌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
리의 절일에 ________을 불찌어다
82. 하나님은 불공평한 판단을 한 재판장들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판단하시는가?
(82장)
83. 누가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가? (83장)
84. 시편 84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
#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84장)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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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여호와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행하신 일은? (85장)
86. 그러나 주여 주는 _________ 여기시며 _______를 베푸시며 _____하기를 더디하시며 ______와
_______ 이 _______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________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____
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________ 하소서
87.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87장)
89. 89편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두가지는 (8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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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0-120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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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편 90편은 제4권의 시작이다. 모세는 무엇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나?
91. 시편 91:14-15을 써보자.

92. 의인은 무엇과 같이 번성하며, 무엇과 같이 발육하는가? (92장)
93. 여호와의 능력은 어떻다고 묘사하는가? (93장)
95.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______의 _______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________ 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____ 로 그를 향하여 ________ 부르자… 오라 우리가 _______ 경배
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_______ 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_______ 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
시는 _______ 이며 그 손의 ____ 이라 너희가 _________ 그 _______ 듣기를 원하노라
97.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이 기뻐할 이유는 무엇인가? (97장)
98. 시편기자가 찬양할 때에 사용하도록 할 악기들을 5가지만 써보라 (98장)
99. 만민이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99장)
100. 시편은 중복된 시들도 있다. 100:5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101`.

다윗은 관리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가? (101:5-7)

102. 지금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2장)
103.

본 시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 3가지 이상을 써보라 (10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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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창조자와 보존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104:9을 써보라.

105.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강조한다. 요셉을 단련한 것은 무엇인가? (105장)

106.

민족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다.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 단어는 무엇인가? (106장)

107. 시편기자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즉 누가 이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107
장)
108.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근거는?

(108장)
`109. 다윗은 악인들은 성도를 저주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라고 기도하는가? (109장)
110. 100편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이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110:1 을 써보자.

#

메시아는 누구의 반차를 쫓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110장)

111.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한 무엇을 영원히 기억하시는가? (111장)
112. 시112편에서는 복있는 사람의 받는 은혜를 증거한다. 본시에서 말하는 복있는 사람은 누구인
가?

113. 시편113-118편은 할렐시의 모음집이다. 하나님은 언제 찬송해야 하는가? (113장)

115. 시편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선언한다. 115:12-13 을 써보자.

116. 시편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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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8. 메시야 예언인 시118:22 을 써보자.

119.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그린다. 본시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표현은
12가지가 넘는다. 그중에 5가지만 써 보자.

120. 시편 120-134편은 성전 순례 시편들이다. 괘사한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1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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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21-150장
이

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18/2017

121.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로서 (부터) 오는가? (121장)
122. 시편기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122장)
123.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23장)
124. 시편기자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다고 했는가? (124장)
125.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125장)
126. 언제 꿈꾸는 것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는가? (126장)
127. 언제 세우는자의 수고 헛되는가? (127장)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128. 시편기자가 말하는 복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28장)
130. 시편기자는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분은 누구인가? (130장)
131.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131:1 을 써보라.

132. 성전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윗의 왕국과 메시아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 나
게 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132장)
133.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133장)
134.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축복하는가? (134장)
135.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1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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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시136장에서 기자가 찬양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나오는 표현을 보라 (136장)
137. 바벨론 포로된 자들의 저주시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 이유가 무엇인가?
(137장)
138.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확신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라고 구하나
(138자)
139.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공의를 찬양한다. 다윗은 자기를 지으심이 어떻다고 증거했나 (139장)
140.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이다.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시는가? (140장)
141. 다윗은 성화의 삶을 위해서 입 앞에 무엇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가? (141
장)
143. 징계에 대하여 구원을 바라는 회개의 기도이다. 무슨 이유로 (~인하여) 자기를 살려 달라하
나?(143장)
144. 택한 백성과 왕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 144:2 을 써보라.

145. 다윗의 마지막 시이다. 다윗은 주 찬양을 다집하고 재 다짐한다. 145:21을 써보라.

146. 146-150편은 할렐루야 송영 시편들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146장)

147.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크시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147장)

148. 만물이 찬양할 것을 촉구한다. 시편기자는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148장)

150.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다. 누가 찬양해야 하나? (150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