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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시

A-1.

0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0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0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0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0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0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A-2.

0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0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0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B-1.

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B-2.

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C.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D.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3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