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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독 성경읽기 (2020. 12. 9)
<범위 : 시편 6편 ~ 시편 2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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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6편 ~ 시편 29편

6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

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7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

을 명령하셨

나이다
8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9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10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

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11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
12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
13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4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15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
16 땅에 있는 성도

가 되시도다

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1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

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

을 나타내소서
18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
1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

가 되셨도다

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20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21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
22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

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심이로다

23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24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

하리로다

에 영원히 살리로다

를 얻으리니

25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26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로다

중에 행하여

27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8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29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의 복을 주시리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