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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장 

Intro 이사야의 말씀 선포

  이사야 2장 1절 말씀

0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C. 말일에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과 회복①, ②

  이사야 2장 2-4절 말씀

0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0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0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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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곱 족속의 죄악(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사야 2장 5-9절 말씀

0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06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07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08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09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B. 야곱 족속이 받게 될 심판: 여호와의 날(그 날) 

  이사야 2장 10-22절 말씀

심판① - (그 날)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리라

10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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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② -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15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심판③ - (그 날)암혈과 토굴로 피하리라

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