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남(南)쪽: A.환상의 골짜기(예루살렘), B.셉나

A. 환상의 골짜기(예루살렘)에 관한 경고 (22장)

  이사야 22장 1-14절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01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현재-패망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02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03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04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심판이 임한 <그 날>(과거) 

05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06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07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08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09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더 이전 과거)

12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B 셉나(그리고 엘리아김)에 관한 경고

  이사야 22장 15-25절 말씀

셉나에 관한 경고

1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셉나를 보고 이르기를 

현재-하나님께서 주시는 패망

16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17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 같이 세게 던지되 

18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9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를 대신해 엘리아김을 세우실 <그 날>(미래)

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아김의 악한 행실(더 먼 미래)

23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