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
다.



(사 43:1, 새번역)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
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Is 43:1, ESV) But now thus says the 
LORD,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창 1:1, 새번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하셨다.

(Gn 1:1, ESV)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사 43:1, 새번역)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
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Is 43:1, ESV) But now thus says the 
LORD,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시 139:14, 새번역)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
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Ps 139:14, ESV)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my soul 
knows it very well.



(시 139:15, 새번역)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
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Ps 139:15, ESV) My frame was not 
hidden from you, when I was being 
made in secret, intricately woven in 
the depths of the earth.



(시 139:16, 새번역) 나의 형질이 갖추어
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
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
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
되었습니다.

(Ps 139:16, ESV) Your eyes saw my 
unformed substance; in your book 
were written, every one of them, the 
days that were formed for me, when 
as yet there was none of them.







II.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
다.



(사 43:1, 새번역)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
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Is 43:1, ESV) But now thus says the 
LORD,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사 43:3, 새번역) 나는 주, 너의 하나
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다. 너의 구원자다.

(Is 43:3, ESV) 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III.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
다.



(사 43:10, 새번역)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
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Is 43:10, ESV)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Before me no god was formed, nor shall 
there be any afte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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