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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북(北)쪽: 다메섹(17장)

A. 다메섹에 관한 경고

  이사야 17장 1-3절 말씀

다메섹에 관한 경고
0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심판선포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0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0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 야곱에 관한 선포

 이사야 17장 4-11절 말씀

그 날① 쇠하고 파리하리니
04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0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06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② 하나님을 바라보다
0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08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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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③ 황폐
09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C. 많은 민족과 열방에 관한 경고

  이사야 17장 12-14절 말씀

심판대상-열방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꾸짖으시는 하나님

13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