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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A.

a.

0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0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0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04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0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06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07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08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b. 
0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c.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B.

a.

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b.

21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2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c.

23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