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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이사야 33장 ~ 이사야 55장> 이름:
33장 ~ 이사야 55장

33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

를 시온에 충

만하게 하심이라
34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
35 그 때에

하시는 해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36 힐기야

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

아가니라
37 여호와의 사자

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

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8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

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

하리로다
39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
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0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41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

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42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

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43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하게 하려 함이니라

4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45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
46 내가 시초부터 종말

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47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

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을 받지 못하리라
48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
49 내가 너를 내 손바닥
50 나를 의롭다

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5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

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52 보라 내 종

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4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
55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

로 너를 모을 것이요
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