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1)

  이사야 48장 1-22절 말씀   

<1>이스라엘은 누구인가?

0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02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2>여지껏 베푸신 은혜 vs 여지껏의 불신앙

03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0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 

0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3>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알려주시다

06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07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08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4>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다

0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11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2)

<1‛>하나님은 누구신가?

12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3‛>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알려주시다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5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2‛>여지껏의 불신앙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18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4‛>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다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