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웨의 종> (49장 5-7절 말씀)

야웨의 종

0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야웨의 종Ⓐ 일으키고, 돌아오게 하다

0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야웨의 종Ⓑ 이방의 빛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야웨의 종Ⓒ 경배받게 하시다

0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C-1.시온의 영광① 이스라엘의 구원

  이사야 49장 8-17절 말씀

시온의 영광①

0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은혜Ⓐ 나오게 하시다 

09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여호와의 은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12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찬양과 고백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C-1.시온의 영광② 열방의 구원

  이사야 49장 18-26절 말씀

시온의 영광②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여호와의 은혜Ⓒ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들게 하시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21 그 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호와의 은혜Ⓓ 뭇나라 왕들과 왕비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22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포

24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5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