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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5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43-44 
      15 이사야 43-44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INTRODUCTION 

서론 

A. Isaiah 41-44 is considered by many commentators to be one long prophetic message.  
많은 주석가들은 이사야 41-44장을 하나의 긴 예언적 구절로 본다.  

B. Isaiah 41-42 highlights aspects of the Lord’s “Justice Masterplan”—it includes a great worldwide 
outpouring of the Spirit, judgment of the Antichrist’s empire, and both God’s discipline and the 
demonic persecution of both the Church and Israel—which will include some being imprisoned or 
martyred. God’s “Justice Masterplan” will result in a purified Church (Dan. 11:33-35; 12:10), a great 
harvest of souls (Rev. 7:9), Israel’s national salvation and millennial glory (Isa. 60-62; Rom. 11:26), 
and every sphere of society in every nation being filled with justice, love, and humility (Isa. 42:1-4; cf. 
Ps. 45:4).  
이사야 41-42 장은 주님의 “정의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측면들을 강조한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성령님의 부으심,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악한 영의 핍박 등을 포함하는데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단 11:33-35; 12:10) 영혼의 대추수 (계 7:9)와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원 및 천년왕국의 영광 (사 60-62; 롬 11:26), 그리고 모든 나라 사회 각 영역들 가운데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 42:1-4; 조. 시 45:4).  
33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God’s end-time messengers] shall instruct many;  
yet for many days they shall fall [be martyred] by sword and flame, by captivity and plundering… 
35to refine them, purify them, and make them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3-35) 
33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메신저들] 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순교]하리라…35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단 
11:33-35) 

C. Isaiah 43 declares God’s commitment to help Israel in context to her tragic situation described in  
42:22-25. The Lord will pour out His Spirit on Israel and the Church as He disciplines both of them  
in the end times to wake them up to their glorious destiny as people in covenant with the Lord.  
이사야 43장은 42장 22-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선포한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깨어나도록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으실 것이다. 
22But this is a people robbed and plundered; all of them are snared in holes, and they are hidden in 
prison houses…23Who among you will give ear to this? ...24Who gave Jacob for plunder, and Israel to 
the robbers? Was it not the LORD, He against whom we have sinned? For they would not walk in His 
ways…25Therefore He has poured on him the fury of His anger…it has set him on fire all around, yet 
he did not know; and it burned him, yet he did not take it to heart (Isa. 4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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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23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24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25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사 42:22-25) 

D. Outline for Isaiah 43-44 
이사야 43-44장의 개요 

43:1-4  The Lord will be with Israel in the fire  
                   주님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43:5-7  The Lord will gather Israel from the nations  
                   주님께서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43:8-15  The Lord is raising up His messengers  
                   주님께서 그분의 메신저들을 일으키신다 
43:16-21  The Lord’s power to deliver and transform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43:22-28  The Lord is wearied by the lack of genuine worship  
                   주님은 진정한 예배가 없음을 괴로워하신다 
44:1-5  The Lord will pour out His Spirit 
                   주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44:6-8  Who is like our God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까 
44:9-20  The folly of trusting in idols  
                   우상을 신뢰하는 어리석음 
44:21-22  The call to remember and return to the Lord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부름 
44:23  A hymn of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찬가) 
44:24-28  The restoration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회복 

E. Isaiah 43-44 assure Israel that, if they will repent, the Lord will deliver them in the midst of the fire. 
Isaiah declared God’s promises of deliverance which were fulfilled in part when Israel returned from 
Babylonian exile (538 BC), but have their ultimate fulfillment at the end of the age.  
이사야 43-44장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선언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주전 
538년)에서 돌아왔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II. THE LORD WILL BE WITH ISRAEL IN THE FIRE (ISA. 43:1-4) 
주님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사 43:1-4) 

A. The Lord is steadfast in His love and commitment to be with Israel in the fire of affliction (43:1-4). 
주님은 그분의 사랑과 헌신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고난의 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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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ut now, thus says the LORD, who created you, O Jacob, and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2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flow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shall not be burned, nor shall the flame scorch you.  
3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I gave Egypt for your ransom, 
Ethiopia and Seba in your place. 4Since you were precious in My sight, you have been honored, and I 
have loved you; therefore I will give men for you, and people for your life.       (Isa. 43:1-4) 
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 43:1-4) 

B. But now: This alerts us to Israel’s affliction in being under divine discipline (42:25).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42:25). 

C. The Lord who created Israel: God’s promises and plan are based on the fact that He created, formed, 
redeemed, and named Israel (43:1). Thus, they may be confident that He will help them.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며, 지명하셨다(43:1)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D. O Jacob and O Israel: Jacob was a deceiver who wrestled with God, which resulted in being 
transformed and renamed Israel, which means “a prince with God” (Gen. 32:24-32). Thirteen times in 
Isaiah 40-49, Isaiah refers to the Jewish people as both “Jacob and Israel”. The “Jacob character” of 
the nation will be transformed that they might enjoy the promises made to “Israel.”  
야곱아 이스라엘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자” (창 
32:24-32)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사야서 40-49장 사이에 13번이나, 
이사야는 유대 백성들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언급한다. 이 국가의 “야곱과 같은 성품” 은 
“이스라엘” 에게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다. 

E. Fear not (41:10, 14; 43:1): They were afraid because of the divine discipline in 42:22-25.  
두려워 말라 (41:10, 14; 43:1): 그들은 42:22-25절의 거룩한 징계로 인해 두려워했다. 

F. I have redeemed you: God’s love is far greater that Israel’s great past sins and failures. God did not 
give up on them, but has plans to use them for His purpose. Even in Israel’s end-time apostasy and 
crisis, it is still not too late to respond to God and receive grace.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와 실패보다 훨씬 크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위기를 맞을 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은혜를 받기에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G. You are Mine: Even in their sin and failure, the Lord see Israel as His beloved.  
너는 내 것이라: 그들의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하는 자로 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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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Waters and fires: Flooding water and fire speak of times of affliction and testing.  
물과 불: 넘치는 물과 불은 고통과 시험의 때를 말한다. 

I. Isaiah highlighted three names or aspects of God’s character to strength Israel in a time of testing.  
이사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혹은 측면, 즉 시험의 때에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했다. 

1. The LORD your God: The God who established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Israel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2. The Holy One of Israel: The God of transcendent glory who is “wholly other than”  
이스라엘의 거룩한자: “전적으로” 초월적인 영광의 하나님 

3. Your Savior: The God who will save them from all their enemies—spiritual and physical 
너의 구원자: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J. I gave Egypt for your ransom: The Lord delivered Israel from some of Sennacherib’s wrath by 
directing him to defeat the Egyptian army that included people from Egypt, Ethiopia, and Seba.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노라: 주님께서 산헤립이 애굽과 구스, 그리고 스바 사람들을 포함한 
애굽 군대를 치도록 이끄심으로 이스라엘을 산헤립의 진노로부터 구하셨다. 

K. I have loved you: God’s people are dear and precious in God’s sight in spite of their sin and failure.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귀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III. THE LORD WILL GATHER ISRAEL FROM THE NATIONS (ISA. 43:5-7)  
주님께서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사 43:5-7) 

A. Israel is not to fear that their glorious kingdom purposes and promises are over due to the scattering of 
their people. He promises to bring them back to the land (11:11-12; 27:13; 49:12).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그들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목적과 약속들이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본토로 다시 데려 오실 것을 약속하신다 (11:11-12; 27:13; 
49:12). 
5“Fear not, for I am with you; I will bring your descendants from the east, and gather you from the 
west; 6I will say to the north, ‘Give them up!’ and to the south, ‘Do not keep them back!’ Bring My 
sons from a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s of the earth—7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have created for My glory; I have formed him…” (Isa. 43:5-7) 
5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무릇 7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 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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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will bring your descendants: The Lord will gather the Jewish people from the ends of the earth 
(41:9). The return of the Jews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was not from “the ends of the earth,” so it 
fulfills this prophecy partially; the ultimate fulfillment of it occurs when Jesus returns (5:26). 
네 자손을 오게하며: 주님께서는 땅 끝에서 유대인들을 모으실 것이다 (41:9).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한 것은 “땅 끝” 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에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C. I created for My glory: God’s purpose for His people is to experience and manifest His glory.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22“And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23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and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24Father, I desire that they whom 
You gave Me may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Jn. 17:22-24)  
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2-24) 

IV. LORD IS RAISING UP HIS MESSENGERS (ISA. 43:8-15) 
주님께서 그분의 메신저들을 일으키신다 (사 43:8-15) 

A. Isaiah called the nations to present their claim that their idols were powerful (43:8-9). The Lord 
challenged the nations to bring witnesses who could prove that their idols had a good plan for the 
nations that included determining world events and accurately predicting international events. 
이사야는 열방을 향해 그들의 우상들이 강력하다는 주장을 제시하라고 외쳤다 (43:8-9). 주님은 
열방에게 그들의 우상이, 세계적인 사건들을 결정하며 국제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들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셨다.  
8Bring out the blind people who have eyes, and the deaf who have ears. 9Let all the nations be gathered 
together…Who among them can declare this… (Isa. 43:8-9)  
8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9열방은 모였으며…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사 43:8-9) 

B. God called Israel to be His witnesses, so they must know, believe, and understand Him (43:10-13).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그들은 반드시 그분을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 
(43:10-13). 
10“You are My witnesses…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11I…am the LORD, an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12You are My witnesses…” (Isa. 43:10-12) 
10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1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사 43: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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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at you may know Me: Pers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of God and His plan of action is 
essential.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 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은 필수적이다.  

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 The Lord’s end-time plan will demonstrate to all the nations that He is 
the only Savior who can deliverer them from the Antichrist’s demonic darkness and oppression.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마지막 때 계획은 주님만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어둠과 
압제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에 나타내시는 것이다.  

E. The Lord will show His power and commitment to Israel by destroying Babylon (43:14-15).  
About 150 years before the Jewish people went into Babylonian captivity, the Lord openly promised to 
judge the mighty Babylonians for the sake of His people. 
주님은 바벨론을 진멸하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헌신을 이스라엘에 보이실 것이다 (43:14-15).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약 150년 전에,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강력한 
바벨론을 심판하리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다.    

V. THE LORD’S POWER TO DELIVER AND TRANSFORM (ISA. 43:16-21)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사 43:16-21) 

A. The Lord’s deliverance of Israel from Egypt including dividing the Red Sea is the proof and model of 
His power to deliver Israel from her enemies—Babylon, Rome, Nazism, and the Antichrist. 
홍해를 가르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이 애굽으로 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이며 모델이다---바벨론, 로마, 나치 그리고 적그리스도.  
16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in the sea…17Who brings forth the chariot and horse… 18“Do 
not remember the former things…19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shall you 
not know it? I will even make a road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20The beast of the field will honor Me…because I give...rivers in the desert, to give drink…” (Isa. 
43:16-20) 
16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17병거와 말과 … 18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장차 들짐승…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사 43:16-20) 

B. Do not remember the former things: Do not limit God to His miracles done in the Exodus (43:16-17). 
In the end times, Jesus will do new things—miracles that will far surpass anything seen in history. The 
book of Revelation describes miracles greater than those done in the days of Moses.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을 출애굽 때 행하신 기적들로 제한하지 말라 (43:16-17).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역사상 나타난 그 어떠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모세의 때에 일어났던 기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들을 묘사한다 

C. I will do a new thing: The ultimate new thing is related to the full blessings of the new covenant 
including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and the nations in the Millennium (11:6-9; 41:18-20, etc.).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궁극적인 새 일은, 천년왕국 때 자연과 열방의 변화를 포함한 새 언약의 
충만한 축복과 연관되어있다. (11:6-9; 41:18-20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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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hall you not know it: Isaiah asked if they perceived what God declared about the time when  
He would deliver, save, and transform Israel and fill the earth with glory. The Lord is raising up 
messengers who will be faithful witnesses of His glory to be released in context to the Millennium.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간에 대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그들이 인지했는지 
물었다. 주님은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이들은 천년왕국의 상황에서 부어지게 될 그분 영광의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이다. 

VI. BEING A FAITHFUL WITNESS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 충성된 증인이 됨 

A. The first designation of Jesus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as the “faithful witness” of the truth. Jesus 
stood firm on speaking the truth in His generation, thus understands the challenge to do this.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는 진리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세대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증거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신다. 
5…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and the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Rev. 1:5) 
5또 충성된 증인으로…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 1:5) 

B. John referred himself as one who bore witness to the truths that he saw about the Lord’s end-time plan 
(Rev 1:2, 9). The Lord will raise up two witnesses who will speak out boldly (Rev. 11:3-7).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관해 자기가 본 진리를 다 증언하는 자라고 한다 (계 1:2,9). 
주님은 담대하게 외치는 두 증인을 일으키실 것이다 (계 11:3-7). 
2John bore witness to the word of God, and to the testimony of Jesus, to all things that he 
saw…9John…was on Patmos for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Rev 1:2, 9) 
2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9나 
요한은…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 1:2, 9) 

3And I w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 and they will prophesy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sixty days [3½ years] …6These have power…to strike the earth with all plagues, as often as they 
desire. 7When they finish their testimony, the beast [Antichrist]…will kill them. (Rev. 11:3-7) 
3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천이백육십 일 [삼년반]을 예언하리라 6그들이 권능을 
가지고…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적그리스도] 이…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 11:3-7) 

C. A faithful witness of the truth must speak in a way that is biblical, clear, bold, tender, and humble. 
진리의 충성된 증인은 반드시 성경적이고 명확하며 담대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히 전해야한다. 
17And the dragon was enraged with the woman, and he went to make war with…[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Rev. 12:17) 
17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계 12:17) 

VII. THE LORD IS WEARIED BY THE LACK OF GENUINE WORSHIP (ISA. 43:22-28) 
주님은 진정한 예배가 없음으로 괴로워 하신다 (사 4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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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Lord spoke of His displeasure and judgment for Israel’s sin and lack of worship (43:22-24). As a 
messenger for the Lord, Isaiah sought to convince Israel to confess their sins to God.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예배의 부족으로 인한 그분의 불만과 심판을 말씀하셨다 (43:22-24). 
이사야는 주님의 메신저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도록 계속 설득했다. 
22“But you have not called upon Me, O Jacob; and you have been weary of Me, O Israel…24You 
have…burdened Me with your sins, you have wearied Me with your iniquities.” (Isa. 43:22-24) 
22“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와하였으며 …24너는…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 43:22-24)  

1. But you have not called on Me: The Israelites should have called on God with gratitude and love 
in light of 43:19-21.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사야 43장 19-21절에서 비추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야 했다. 

2. You have wearied Me: What burdened God was for them to offer animal sacrifices to Him while 
refusing to turn from their sins. Their sacrifices were meaningless without a spirit of loving 
obedience and gratitude.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분을 괴롭게 하였다. 사랑의 순종과 감사가 없는 그들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B. The reason God gives such great promises is because of who He is (43:22-28). Salvation is  
by grace in spite of their sin (43:22-28). This gives the end-time Laodicean church hope.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다 (43:22-28). 구원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다 (43:22-28). 이것은 마지막 때 냉담한 교회에 소망을 준다.  
25“I, even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26Put Me in remembrance; let us contend together; state your case, that you may be acquitted. 
27Your first father sinned, and your mediators [priests] have transgressed against Me. 28Therefore I 
will profane the princes of the sanctuary; I will give…Israel to reproaches.” 
(Isa. 43:25-28)  
25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6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27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 
[제사장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28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 43:25-28)   

C. Put Me in remembrance: God invited His people to correct Him if what He had said about their sin 
was not true. He asked Israel to remind Him of anything He had forgotten about their obedience.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나라면 
바로 잡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순종에 관해 그분이 무엇이든 
잊은 것이 있으면 상기 시켜달라고 요구하셨다. 

D. Your first father sinned (43:27): Israel’s sin was traceable back to their first father Jacob (v. 22; cf. 
Deut. 26:5; Hos. 12:2-4). Israel had a long history for stubbornness.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43:27):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선조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2절; 
참조. 신 26:5; 호 12:2-4).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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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 will profane the princes of the sanctuary: The temple was desecrated by its princes or leaders.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성전은 방백들과 리더들에 의해 더럽혀졌다. 

F. I will give Israel to reproaches: God used Babylon to discipline Israel for their rebellion to Him.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백성들의 반역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VIII. THE LORD WILL POUR OUT HIS SPIRIT (ISA. 44:1-5)  
주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사 44:1-5) 

A. God proved His deity, covenant love, and promise by delivering the Jewish people from captivity in 
Babylon (43:25) and from the power and penalty of their sins (44:1-5).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죄의 영향력과 형벌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의 신성과 언약적 사랑, 그리고 약속을 입증하셨다 (44:1-5). 
1Yet hear now, O Jacob…2Thus says the LORD…who will help you: “Fear not, O Jacob My servant; 
and you, Jeshurun, whom I have chosen. 3…I will pour My Spirit on your descendants, and My 
blessing on your offspring…5One will say, ‘I am the LORD’s’; another will call himself by the name of 
Jacob; another will write with his hand, ‘The LORD’s,’ and name himself by the name of Israel.” (Isa. 
44:1-5) 
1 “나의 종 야곱, …이제 들으라 2…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 말라 3….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5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사 44:1-5)  

B. Hear now: A call to pay close attention to a word of promise so that they will not fear (44:2). 
이제 들으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름 (44:2). 

C. Jeshurun: The name Jeshurun was used in the place of Israel. It was a poetic name for Israel, used 
with affection, meaning, My dear upright people (Deut. 32:5; 33:5, 26). Even though Israel had sinned 
in grievous way, the Lord saw her through the eyes of her destiny in His grace—as upright.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지명에서 사용된 이름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인 이름으로, 애정을 담아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나의 소중하고 고결한 백성이라는 뜻이다(신 
32:5; 33:5, 26). 비록 이스라엘이 통탄할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이라는 눈을 통해서 그들을 고결한 존재로 보셨다. 

D. I will pour My Spirit: The Lord promised to pour out His Spirit on Israel. The giving of the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was only a down payment or partial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promises for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 will empower people be faithful witnesses. 
나의 영을 부어 주리니: 주님은 이스라엘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구약적 약속의 보증 혹은 부분적 성취에 불과했다. 성령님은 
그분 백성들이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IX. WHO IS LIKE OUR GOD (ISA. 44:6–8)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까 (사 44:6-8) 

 



FORERUNNER STUDY TRACK: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1-45 – MIKE BICKLE 
Session 15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43-44 PAG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A. God called Israel to be His witnesses or messengers (44:6-8). The Lord desired to strengthen His 
messengers by the revelation of Himself as King of Israel, and his Redeemer, the LORD of hosts.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증인 혹은 메신저로 부르셨다 (44:6-8).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함으로써 그분의 메신저들을 강건케하기를 원하셨다.  
6“Thus says the LORD, the King of Israel, and his Redeemer, the LORD of hosts: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7Who can proclaim as I do? Then let him declare it and set it in order for Me…8Do not 
fear…have I not told you from that time, and declared it? You are My witnesses.’”  
(Isa. 44:6-8) 
6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7….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찌어다 8너희는 두려워 말며…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사 44:6-8) 

B. King of Israel (41:21; 43:15): Jesus is openly received as King of kings when He returns (Rev 19:16). 
As king, He controls history, rules all nations including Israel, and establishes new laws and social 
institutions based on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Israel and throughout the whole world.  
이스라엘의 왕 (41:21; 43:15): 예수님은 재림 때 왕중의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영접 받으실 것이다 (계 
19:16). 예수님은 왕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과 전 
세계 전역에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법과 사회 제도들을 세우신다.  

C. His redeemer: This title reveals God’s covenant relationship to Israel as Israel’s near kinsman.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 칭호는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족 (기업 무를 자) 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낸다.  

D. The LORD of hosts: “Host” speaks of “the armies of heaven.” As the divine Warrior, Jesus will fight 
for Israel.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은 “하늘의 군대”를 말한다.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시다.  

E. The First and Last: This title describes Jesus proclaiming His sovereignty over history (Rev. 1:17; 
2:8; 21:6; 22:13).  All of histor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s under His leadership.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칭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묘사한다 (계 1:17; 2:8; 21:6; 22:13).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리더십 아래 있다.  

F. Do not fear: Even though Israel was to experience hard times, God told them that He would help them 
through it and even use the trouble to give them a greater voice as witness of Him and His kingdom.  
두려워 말며: 비록 이스라엘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더 
커다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셨다. 

G. Isaiah exposed the folly of trusting in idols (44:9-20).  
이사야는 우상을 신뢰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드러냈다 (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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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he Lord called them to remember and repent, and He promised not to forget them, but to blot out 
their sins (44:21-22). The call to “remember” is one of the most emphasized exhortations in the 
Scripture, with over 80 references. If we cease to remember, we will begin to neglect to engage in the 
things to which God called us, and then we will drift and find ourselves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nd changing priorities.  
주님은 그들에게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4:21-22). “기억하라”는 부름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권고 중 
하나로, 80번 이상 나온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참여하는 것을 간과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관점을 갖게 
되고 우선 순위를 변경하게 될 것이다. 
21“Remember these...for you are My servant…you will not be forgotten by Me! 22I have blotted out, 
like a thick cloud, your transgressions…Return to Me, for I have redeemed you.” (Isa. 44:21-22) 
21…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22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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