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9 • YAHWEH’S SERVANT KING 

 12월 9일 • 여호와 주의 종 

큰 소리로 이사야 42장 1절~9절을 읽으십시오.   

42:1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5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왕은 독재자가 아닌 종으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가운데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오직 

온유함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섬김의 왕은 온 

땅 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는 어떠한 싸움도 피흘림의 전쟁도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단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위에 돌아가시기 전, 붙잡히시던 날 밤에 칼로 

대적자를 쳤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정적인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이 



먼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며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섬김의 왕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