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2:6-4:6

이사야2:6부터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유다의 영적 현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된다. 2:6-10절에는 유다가 범한 죄가 열거되고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고 여호와 한 분만 홀로 높임을 받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이 때 일어나게 될 여러 변화들이 계시된다.

1 .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유다를 버리셨다고 선언하면서 예언을
시작한다.
2:6-9을 읽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이유를 묵상해보자.

2 . 남유다는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언약법에 따라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법을 버리고 동방의 풍습과 블레셋 사람들의 무속
신앙을 좇으며 현세의 문명에 도취된 삶을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언약파기죄로 규정하시고 이들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신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고, 낮아진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는 날이다.
2:10절-21을 읽고 여호와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 지 묵상해보자.

3.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후 이사야는 22절에서 유다 백성을 향해 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한다. 앞의 내용을 보면 이 권면에는 유다가 쫓던 동방풍속을 버리
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든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권면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밖의 권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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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과 다음 칼럼을 읽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가득한 죄와 부정을 심판하시며 제거하실 어떤 날을 말씀
하시는데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 날이 되면 인간적으로 높아진 것들과
인간의 교만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오직 이 날에는 하나님 한 분 만이 높임을
받는다.
이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된 날이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판에 의해 무너지는 무시무시한 날이다. 그래서 이샤야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 날이 오면 땅굴에 들어가 숨으라고 경고한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을 계시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물리
적인 시간(크로노스)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시간을 살라는 권면이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판단하고 해석하며 사는 자는 인생(물리적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즉 영원(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전부로 알고 사는 자는 인생(물리적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두 멸망하게 된다.

4 . 이어 이사야는 유다를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유다에 일어날
여러 혼란들을 열거한다.
3:1-12절을 읽고 여호와의 날 유다사회에 맞게 될 5가지 혼란에 대해 살펴
보자.

① 유다가 의존하고 있던 양식,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자 등이 사라진다.(1절-3절)
② 경험없는 무능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4절)
③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일어난다.(5절)
④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6절-7절)
⑤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범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엎드려지게
된다.(8절-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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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앞에 서시게 된다.(3:13)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자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
들이다.
3:14-15절을 읽고 여호와의 날 언약백성을 향해 행해질 심판이 어떤 성격의
심판인지 묵상해보자.

6 .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 하신 후,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신다.
3:16-4:1을 읽고 시온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자.

7. 그런데 여호와의 날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유다의 부정함을 제거하신 후 다시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한 싹(메시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물론 남은 자는 회개 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출애굽구원을 연상케 한다.
4:2-6을 읽고 여호와의 날 심판 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 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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