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7 • JESSE AND A BRANCH TO COME 

12월 7일 • 이새와 그 한 가지 

큰 소리로 이사야 11장 1절~9절을 읽으십시오.   

11:1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약 60년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 선지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났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새를 가리켜 줄기에 지나지 않는 자라고 



말하며 그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새의 아들이자 그의 혈통으로 난 다윗 왕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잘려나간 이새의 줄기, 곧 이 왕의 가문을 다시 싹트게 할 

것입니다. 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공의로 심판하며 의를 세우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왕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변화되어 

천적과 그 먹이가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지는 모든 창조물을 아우르는 남용과 폭력을 끝맺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이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언하며 그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