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목원용)         휴스턴 서울 교회 

       2021 년 12 월 17 일 
 

시편 개요 
1. 시편: 시편은 150 편으로 구성된 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150 편의 시가 

담겨 있는데 이중에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찬양가사에서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2. 시편의 저자및 저술 시기: 각 시편에는 저자가 알려져 있을 경우, 저자의 이름과 상황이 각 

시편의 제목과 함께 적히는데,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51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150 편 

중에 다윗이 가장 많은 73 편의 시를 적었고 그 다음으로 아삽이 12 편, 고라 자손이 9 편, 

솔로몬이 두편, 그리고 헤만, 모세와 같은 이름도 등장합니다. 시편 2 편과 95 편의 제목에는 

저자가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언급하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25 절 (시편 2 편) 과 히브리서 4:7 (시편 95 편). 고라 자손은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역대상 9 장 19 절), 헤만과 아삽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6 장 31—33 절, 39 절) 

모세가 저자로 등장함으로 저술 시기는 주전 1450 ~ 주전 586 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3. 시편의 주요 주제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시의 주제들을 나누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찬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 
 
4. 시편의 구성 : 시편은 다섯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세 오경과 상응하는 구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 1 권: 시편 1 편 – 41 편.  

• 2 권: 시편 42 편 – 72 편. 

• 3 권: 시편 73 편 – 89 편. 

• 4 권: 시편 90 편 – 106 편. 

• 5 권: 시편 107 편 – 150 편.  
 
5. 음악이나 예식에 관련된 용어들: 시편에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나 악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셀라, 팔현금, 식가욘, 믓랍벤, 믹담 같은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그 당시 사용되었던 음악과 악기에 관련된 용어 같은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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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소리 나는 그대로 적는 방식을 택하고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시편 110 편 1 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7. 다윗의 시편들과 구약 성경의 연결: 다윗의 시편 중에 14 편의 시편들은 사무엘 상, 하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3, 7, 18, 30, 34, 
51, 52, 54, 56, 5, 59, 60, 63, 142) 

 
8. 시편에 나오는 애가, 탄식의 전개 방식: 시편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 

놓는 애가의 형태를 띤 시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들의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을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가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은, 시가 마무리 되어지는 싯점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 찬양 또는 헌신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 시편의 분류: 150 편의 시들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애가 –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천하는 형태의 시. 개인적 상황을 

아뢰는 시도 있고 (13 편) 회중의 사정을 아뢰는 시도 있습니다 (예 12 편). 

• 찬송시 –하나님의 특정한 성품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는 시 (8 편, 93 편, 145 편) 

• 감사를 올리는 시 –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 (9 편, 30 편) 

•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노래하는 시 –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노래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잘 준수하도록 격려하는 시 (119 편) 

• 지혜 시 – 성경의 지혜서 내용을 담아 노래하는 시 (1 편, 37 편) 

• 다윗 왕가의 시 –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다윗 왕가를 

노래하는 시 (2 편, 20 편, 72 편, 110 편) 

• 예언 찬양 시 – 예언서에 담겨진 내용을 노래하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것을 

격려하는 시 (81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