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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장

A. 포도원 비유: 죄악(신앙생활과 관련해서) & 심판 

  이사야 5장 1-6절 말씀

포도원 비유

0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0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0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0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0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0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5장 7절 말씀

해석

0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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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화 있을진저>: 죄악(일상생활과 관련해서) & 심판

  이사야 5장 8-24절 말씀

<화 있을진저①> 가옥과 전토의 독점

08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0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 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화 있을진저②> 독주와 포도주

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5 여느 사람은 구푸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17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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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있을진저③> 거짓

18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④> 불의와 뇌물

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4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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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여호와의 심판

  이사야 5장 25-30절 말씀

①산들(자연)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②먼 나라들(전쟁)

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메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