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4

Through the Bible #34

시편 51편 ~ 100편 (2014. 8. 24. ~ 8. 30)

Psalms 51 ~ 100 (2014 week #34)

이름:

목장:
문제

답

다음 구절들은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로/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⑵ “저녁과 아침과 (
)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⑶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
)을/를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⑷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
)하게 하시며 모
든 민족들이 주를 (
)하게 하소서“
⑸ “내가 (
)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
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
시게 함이 될 것이라“
⑹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
)라/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⑺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
)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⑻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
)을/를 내리로다“
⑼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
)
같이 성장하리로다“
⑽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
)을/를 지으셨음이로다“
⑴ “(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거
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혹은 요절 말씀):

Shepherd Group(목장):

Name:

점수

Question

Answer
The following verses are from Psalms. Please fill in the blanks.
⑴ "Cleanse me with (
), and I will be clean;
wash me, and I will be whiter than snow."
⑵ "Evening, morning and (
) I cry out in
distress, and he hears my voice."
⑶ "Moab is my washbasin, upon Edom I toss my
(
); over Philistia I shout in triumph."
⑷ "May the peoples (
)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
) you."
⑸ "I will praise God's name in (
) and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This will please the LORD
more than an ox, more than a bull with its horns
and hoofs."
⑹ "But as for me, it is (
)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⑺ "(
) us, O God Almighty; make your face
shine upon us, that we may be saved."
⑻ "The LORD will indeed give what is good, and our
land will yield its (
)."
⑼ "The righteous will flourish like a palm tree, they
will grow like a (
) of Lebanon;"
⑽ "For all the gods of the nations are idols, but the
LORD made the (
)."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