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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초청Ⓐ 나아오라: 좋은 것, 기름진 것

0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0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초청Ⓑ 나아오라: 영원한 언약 

0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0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0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초청Ⓒ 돌아오라: 용서 

0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0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약속Ⓐ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 : 생각, 길(방법), 성취

0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호와의 약속Ⓑ 기쁨과 평안

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