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 히스기야: ➀여호와의 전으로 가다 ➁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다

0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02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0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04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C-1.하나님의 응답: 구원에 대한 약속-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

0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0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07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A-2. 두 번째 위협(9b-13절)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12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B-2. 히스기야: ①여호와의 전을 올라가다 ➁간절히 기도하다(14-20절) 

14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C-2. 하나님의 응답: 구원에 대한 약속(21절, 30-35절)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30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4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의 성취: 실제 상황(36-38절) 

36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