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 환난만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선포①(현실)

01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간구(백성들)

0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구원① 여호와의 전쟁과 승리

03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04 황충의 떼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찬양과 권면①

05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06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B-2.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33장 7-16절 말씀)

선포②(현실)

07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08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09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구원②(여호와)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1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2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횟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13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찬양과 권면②

15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C-1. 새로운 세상① ⓐ새로운 왕, 땅/ⓑ사라진 대적들 (17-19절 말씀)

17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8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9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C-2. 새로운 세상② ⓐ시온성과 여호와/ⓑ승리와 회복 (20-24절 말씀)

20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22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23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