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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죄악 & 심판

  이사야 29장 9-16절 말씀

죄악① 그들(영적 지도자들)의 맹인됨  

0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죄악② 너희(백성들)의 맹인됨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심판: 화 있을진저(영적 맹인, 하나님없이 계획을 도모하는 자들) 

15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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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그들에게 베풀어질 회복과 구원  

  이사야 29장 17-24절 말씀

회복과 구원①: 귀머거리, 맹인, 가난한 자

17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20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21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회복과 구원②: 하나님을 경외함, 지혜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3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