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회개와 간구

  이사야 63장 15-19절 말씀

<1> 첫 번째 기도: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4장 1-4절 말씀

<2> 두 번째 기도: 여호와여, 강림하소서

0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02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0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04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 64장 5-7절 말씀

<3> 세 번째 기도: 회개와 간구

05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0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0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12절 말씀

<4> 네 번째 기도: 여호와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0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09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