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찾아서 #33

Through the Bible #33

시편 1편 ~ 50편 (2014. 8. 17. ~ 8. 23.)

Psalms 1 ~ 50 (2014 week #33)

이름:

목장:
문제

답

다음 구절들은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Question

Answer
The following verses are from Psalms. Please fill in the blanks.
⑴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
)."
⑵ "The arrogant cannot stand in your presence; you
hate all who do wrong. You destroy those who
tell (
); bloodthirsty and deceitful men the
LORD abhors."
⑶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
),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⑷ "The (
)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ir deeds are vile;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⑸ "Hear, O LORD, my righteous plea; listen to my
cry. Give ear to my prayer - it does not rise from
(
) lips."
⑹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
)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⑺ "Love the LORD, all his saints! The LORD
preserves the faithful, but the (
) he pays back
in full."
⑻ "He put a (
) in my mouth, a hymn of
praise to our God. Many will see and fear and
put their trust in the LORD."
⑼ "Deep calls to deep in the roar of your (
) ;
all your waves and breakers have swept over me."
⑽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
)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
)을/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⑵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
)하는 자들을 멸망
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⑶ "주의 (
)로/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
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⑷ "(
)은/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
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
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
의하소서 (
)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⑹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
)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
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⑺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
)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⑻ "(
)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
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
하리로다"
⑼ "주의 (
)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⑽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
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
)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
히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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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vorite verse of the week: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