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원선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야웨의 종>이 되게 하시다(43장)

A-1.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두려워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0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0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0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0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0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0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0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0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0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B-1.너희는 나의 증인

  이사야 43장 10-13절 말씀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A-2.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4-21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B-2.죄악을 도말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43장 22-28절 말씀

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7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