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 본문 (개역개정판-이사야 44장 1-23절 말씀)

A.구원하시는 하나님(3): <자손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44장)

  이사야 44장 1-5절 말씀

두려워말라, 네 <자손들>에게 복을 부어 주리라

0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0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0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0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0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B-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 44장 6-8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0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07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0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B-② 우상은 무엇인가?

  이사야 44장 9-14절 말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존재

0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1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2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13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14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C-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사야 44장 15-20절 말씀

15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8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C-② 간곡한 권면과 부름: 너는 나의 종-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이사야 44장 21-23절 말씀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죄사함 & 돌아오라

22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노래하라

23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