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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여호와의 심판①

 이사야 3장 1-7절 말씀  

0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0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03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04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05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06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07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A.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일상생활과 관련)

 이사야 3장 8-16절 말씀

죄악(일반적)

0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09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죄악①(지도자들)

12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죄악②(시온 딸들)

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B-2. 여호와의 심판②

 이사야 3장17절-4장1절 말씀

심판①-1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심판①-2(그 날)

18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20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 반지와 코 고리와 

22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23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24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심판②-1 

25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심판②-2(그 날)

01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C. 여호와께서 베푸실 회복 

  이사야 4장 2-6절 말씀

02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0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0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05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06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