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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새로운 구원자(메시야) & 새로운 나라 

  이사야 11장 1-9절 말씀

새로운 구원자(메시야)

0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0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0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0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0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새로운 나라

0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0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0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0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 2 -

B-2. 새로운 구원자(메시야) & 새로운 나라 

  이사야 11장 10-16절 말씀

새로운 구원자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새로운 나라

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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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화받은 새 백성들 & 그들의 고백과 찬양

  이사야 12장 1-6절 말씀

고백과 찬양①

01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0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0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고백과 찬양②

0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05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0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