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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구원선포① <공의의 통치자>에 대한 약속 & 그를 통해 주어질 회복과 구원(32장)

  이사야 32장 1-8절 말씀

0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0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0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0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05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0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07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08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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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권면: 안일한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

  이사야 32장 9-14절 말씀

09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11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A-2. 구원선포② <성령>에 대한 약속(새로운 백성들) & 이를 통해 주어질 회복과 구원

  이사야 32장 15-20절 말씀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9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 모든 물 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