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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onsumed With Zeal: Partnering with Jesus in His Ministry (Isa. 42)
 열심으로 불타오름: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함 (사 42) 

 JESUS’ ZEAL FOR JUSTICE       I. 
 정의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 

Isaiah prophesied much about justice (Isa. 1:17, 27; 2:2-4; 9:6-7; 16:5; 28:6; 28:17; 30:18; 32:1, 16; A. 
33:5; 42:1, 3, 4; 51:4; 56:1; 61:8). Isaiah 42 is his premier prophecy on the way in which justice will 
triumph worldwide under Jesus’ leadership (Mt. 3:17, 12:18, 17:5; Lk. 18:7-8).    
 
1Behold! My Servant…My Elect One [Jesus]…He will bring forth justice to the Gentiles  
[the nations]… 4 He will not fail…till He has established justice in the earth… (Isa. 42:1)  
 

이사야는 정의에 관한 예언을 많이 선포했다 (사 1:17, 27; 2:2-4; 9:6-7; 16:5; 28:6; 28:17; 30:18; 

32:1, 16; 33:5; 42:1, 3, 4; 51:4; 56:1; 61:8). 이사야 42 장은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 정의가 전세계에 실

현되는 핵심적 예언을 보여준다 (마 3:17, 12:18, 17:5; 눅 18:7-8).    
 
1내가 붙드는 나의 종[예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 42:1-4)   

Jesus’ zeal to establish justice is stirred up by the end-time worship movement (Isa. 42:10-13)B.  

 
10Sing to the LORD a new song, and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you who go down to the 
sea, and all that is in it, you coastlands and you inhabitants of them! 11Let the wilderness and its 
cities lift up their voice, the villages that Kedar inhabits. Let the inhabitants of Sela sing, let them 
shout from the top of the mountains… 13The LORD shall go forth [second coming] like a mighty man; 
He shall stir up His zeal like a man of war. He shall cry out, yes, shout aloud [roar]; He shall prevail 
against His enemies. (Isa. 42:10-13)  
 

정의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은 마지막 때의 예배운동을 통해 불타오르게 된다 (사 42:10-13) 
 
10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
송하라 11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
에서 즐거이 부르라 12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재림]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포성]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사 4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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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s of the earth:C.  He highlighted areas that will participate in the end-time prayer movement. 
 
땅끝에서 부터: 이사야는 마지막 때 기도운동에 참여할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조명했다.  

Go down to the sea:1.  includes the islands of the earth  
바다가운데 섬들: 이 땅에 있는 섬들을 포함한다 

Coastlands:2.  includes the major population centers on the coastlands of the earth 
항해하는 자들(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사는 인구들을 포함한다 

Wilderness:3.  includes the small cities in the wilderness and desert regions of the earth 
광야: 광야와 사막에 있는 중소 도시들을 포함한다 

Villages of Kedar and Sela:4.  Islamic villages in Jordan (Sela) and Saudi Arabia (Kedar). 
게달과 셀라 마을: 요르단(셀라)과 사우디 아라비아(게달)에 있는 이슬람 마을들.  

Mountain tops:5.  are difficult places to assemble people for worship and prayer   
산꼭대기: 사람들을 모아 예배와 기도하기에는 어려운 장소들 

Isaiah described Jesus’ second coming (v. 13) and His judgment against oppressors (v. 14-15). He will D. 
stop oppressors against His people. We do not need a judge until we have oppressors.  
 
13The LORD shall go forth like a mighty man; He shall stir up His zeal like a man of war. He shall 
cry out, yes, shout aloud; He shall prevail against His enemies. 14“I have held My peace a long time, 
I have been still and restrained Myself. Now I will cry like a woman in labor, I will pant and gasp 
at once. 15I will lay waste the mountains and hills [earthquakes], and dry up all their vegetation 
[drought]; I will make the rivers coastlands…” (Isa. 42:13-15)  
 
이사야는 예수님의 재림(13절), 그리고 압제자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14-15절)을 설명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압제자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심판자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3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15내가 산들과 언
덕들을 황폐하게 하며[지진]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가뭄]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사 
42:13-15)  

Jeremiah saw the Lord shout or roar in the context of the events related to Jesus’ second coming.  E. 
 
30The Lord will roar from on high….He will give a shout… 31A noise will come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the Lord has a controversy with the nations; He will plead His case with all flesh. He  
will give those who are wicked to the sword…32Disaster shall go forth from nation to nation, and  
a whirlwind shall be raised up from the farthest parts of the earth. (Jer. 2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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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서 크게 포효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 30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  
31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
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렘 25:30-32)  

Jesus has great zeal for His house or His people (Jn. 2:17). His zeal for the release of justice for His F. 
people will be greatly stirred in the end times (Isa. 42:13). Even now, Jesus is imparting His zeal and 
prophetically releasing “His roar” through His people as they prevail over the enemy.  
 
17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Jn. 2:17, NIV) 
 
예수님은 주님의 처소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요 2:17).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정의실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열심은 마지막 때에 크게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사 

42:13).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분의 열심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며 주님의 백성이 원수를 크

게 칠 수 있도록 “주님의 포효”를 예언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풀어내고 계신다. 
 
17…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 (요 2:17) 

Justice is making wrong things right. The Great Commission is a call to disciple all nations (Mt. 28:19). G. 
This transformational mandate involves establishing justice in each sphere of society. In the end times, 
the subject of justice will be a primary focus in both God’s and Satan’s kingdoms. Satan will raise up a 
false justice movement that is rooted in humanism and occultism (Rev. 17).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지상 대명령은 열방을 제자화시키는 부르심이다(마 28:19). 이러한 

변혁의 사명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포함한다. 마지막 때에, 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에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사단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거짓된 정의 운

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계 17장). 

       
Litmus test:H.  Isaiah 42 provides the clearest biblical model for partnering with Jesus’ mandate to establish 
justice in all the nations. Our approach to justice must be in deep allegiance to Jesus (Isa. 42:8), 
released by intercessory worship (Isa. 42:10-12), and operating in the Spirit’s power (Isa. 42:1, 7), 
resulting in evangelism (Isa. 42:17) from lives of righteousness energized by intimacy with God 
(Isa. 42:1, 6), and connected to the forerunner spirit (Isa. 42:16-25).  
 
리트머스 테스트: 이사야 42장은 온 열방에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델을 제시한다. 정의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충성심이

며(사 42:8), 중보적 예배를 통해 풀어야 하고(사 42:10-12),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며(사 24:1, 7), 결

과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사 42:17),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힘을 얻은 의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하며(사 42:1, 6), 선두주자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사 4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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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xt of Jesus’ parable calling for night-and-day prayer (Lk. 18:1-8) is His teaching on the end I. 
times (Lk. 17:22-37). Injustice will greatly increase at the hands of the Antichrist.  
 
주야기도에 대한 부르심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본문(눅 18:1-8)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눅 17:22-37). 불의는 적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크게 증가될 것이다.   
 
1Then He spoke a parable to them, that men always ought to pray and not lose heart… 7“Shall God 
not avenge [bring about justice, NAS] His own elect who cry out day and night to Him… 8I tell you 
that He will avenge [bring about justice, NAS]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really find faith [agreement] on the earth?” (Lk. 18:1-8)  
 
1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정의를 베풀지]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정의를]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주님과의 동의하는 것]을 보겠느냐 하시니
라 (눅 18:1-8) 

The release of justice involves political processes and practical works. Jesus emphasized that it requires J. 
night-and-day prayer to deal with injustice in the spirit realm. Injustice is not answered by political 
change or social action alone because its primary source is spiritual (demonic).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과 실제적인 작업들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영적 영역에서 불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주야기도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불의는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행위만을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원인이 영적인 (악함) 데 있기 때문이다.  

It is essential to prioritize justice and approach it in the way that the Scripture teaches us. One of the K. 
most important moments in IHOP–KC’s history was on September 19, 2009, when we committed by 
the grace of God to combine 24/7 prayers for justice with 24/7 works of justice.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정의를 우선순위화 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합 역사의 가장 중요했던 
시간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를 위해 24/7 기도할 뿐만 아니라 24/7 정의의 사역을 행하겠

다고 헌신했던 2009년 9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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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SHIP ON EARTH LIKE IT IS IN HEAVEN: II. 
   DAVID’S REVELATION OF WORSHIP      
    하늘에서 이루어 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예배하라: 예배에 대한 다윗의 계시 

Rev. 4-5 describes the worship order around God’s throne. Those nearest God’s throne agree with Him A. 
in 24/7 worship and intercession as the most exalted occupation in the New Jerusalem. 
 
8The four living creatures…do not rest day or night, saying: “Holy, holy, holy…” (Rev. 4:8) 
 
요한 계시록 4-5장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경배)의 질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행하여 지는 가장 고귀한 임무인 24/7 경배하고 중보기
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8네 생물은 …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 4:8)   

David put Levites before the ark (which spoke of God’s throne and presence) to worship God. David B. 
established 4,000 full-time paid musicians and 288 singers (1 Chr. 23:5; 25:7). David provided financial 
support so that singers could sing as their occupation (1 Chr. 9:33). God commanded Israel to financially 
support the singers (1 Chr. 9:33; 16:37; 23:5; 25:7; 2 Chr. 31:4; 2 Chr. 8:12-14; 31:4-6, 16; 2 Chr. 34:9, 12; 
Neh. 10:37-39; 11:22-23; 12:44-47; 13:5-12) 
 
다윗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언약궤(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뜻함) 앞에 세워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 

다윗은 4,000명의 전임 음악 연주가들과 288명의 노래하는 사역자들을 세웠다(역상 23:5, 25:7).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이그들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역상 9:33).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게 찬양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령하셨다(역상 9:33; 16:37; 23:5; 25:7; 역하 31:4; 역하 

8:12-14; 31:4-6, 16; 역하 34:9, 12; 느 10:37-39; 11:22-23; 12:44-47; 13:5-12). 

David commanded God’s people to honor the heavenly order of worship that he received by revelation, C. 
because it was God’s command (2 Chr. 29:25; 35:4, 15; Ezra 3:10; Neh. 12:45).  
 
25[Hezekiah]…stationed Levites in the house of the Lord with stringed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David…for thus was the commandment of the Lord (2 Chr. 29:25). 
 
다윗은 그가 계시받은 예배에 대한 하늘의 명령을 존중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역하 29:25; 35:4,15; 에 3:10; 느 12:45). 
 
25[히스기야]...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명령한 대로...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역하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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