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45장)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①

0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향한 선포①

0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0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②

0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0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0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0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선포

08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토기장이 비유

  이사야 45장 9-10절 말씀

09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누리는 구원① 고레스를 통해 놓임받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1-13절 말씀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누리는 구원② 열방이 네게 속할 것이라

  이사야 45장 14절 말씀

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D. 고백과 선포

  이사야 45장 15-17절 말씀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