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간절히 찾으시는 여호와(65장)

  이사야 65장 1-절 말씀

손을 펴 부르시는 하나님

0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0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

0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0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05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죄와 죄값

0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0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Ⅱ. 여호와의 종들에게 베푸실 은혜

여호와의 종들에게 베푸실 은혜

0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0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10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너희에게 임할 심판

11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나의 종들 vs 너희

13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선포(권면)

16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Ⅲ. 새하늘과 새땅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새백성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장수와 평안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우러짐과 평화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