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과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사야 8:1-9:7

8장도 7장에 이어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고자
앗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아하스의 정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7장은 아하스의 친 앗수르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8장은 긍정적인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에서 유다를 보호할 것을 알리는
하나의 증표를 주신다.
1절-4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를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증표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2 . 하나님은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노략이 빨리 온다”라는 뜻을 가진
‘마 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 이 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속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다.
아울러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이 아이가 이사야를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
주셨다. 실제로 735년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722년 앗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었다.
그런데 유다를 침공하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앗수르에 의해 저지당하자, 유다
백성들은 이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하스의 탁월한 정책으로
치부하며, 자만에 빠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은 자만에 빠진 유다를 다시 심판
하시겠다고 하신다.
8장 5절-10절을 읽고 자만에 빠진 유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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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만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사야 개인에게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8장 11절-13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신 백성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 지 묵상해보자.

4 . 하나님은 이사야가 남유다와 앗수르의 동맹에 찬성하지 않을 때 백성들
로부터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를 반역
자라고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하신다. 아울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백성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에게 성소(모퉁이돌)가 되어줄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에게는 자신이 걸림돌이 되실 것이
라고 말씀하신다.
8장 14절-15절을 읽고 하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에 대해 묵상하고 이를 비교해보자.

A.하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 인생

B.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

5. 자만에 빠진 유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는
존재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의 심판이다.
16절-22절을 읽고 자만에 빠진 유다에게 내려진 영적인의 심판과 상황의
심판이 각각 어떤 것인 지 살펴보자.

A.영적인 심판(8장 16절-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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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상황의 심판(8장 19절-22절)

6. 하나님은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앗수르에 의해 다시 침공을 받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환난과 흑암의 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9장에서는 다시 유다가 환난과 흑암의 때에 맞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된다.
9장 1절-7절을 읽고 흑암과 절망의 때에 유다가 맞게 될 구원이 어떤 것인 지
묵상해보자.

7. 다음 칼럼을 읽고 흑암과 고통의 때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아들을 통한
구원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친히 손을 펴시고 자신이 심판하신 땅을 회복시키신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임한다. 아울러 주께서는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군인의 신과 피묻은 옷이 불에 살라져 전쟁이
그치게 하신다. 그 땅에는 다시 고통이 없고 나라가 창성케 되며 백성은 즐거워
한다.
그런데 이같은 하나님의 회복은 한 아기의 태어남에 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6절).
절대 고통중의 절대 희망은 한 아기의 나심에 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완고하며 거역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와
사람들은 모두 흑암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간다. 비록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라도 영혼의 실상은 흑암과 고통이다. 단지 그들이 흑암과 고통의 때를 살고
있음을 세상의 헛된 소망과 기쁨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자기의 실존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과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아들을 통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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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암흑이 가득한 현실의 해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오직 한 아들에게
있다.
그가 신자의 내면에 임하시면 그는 고통과 암흑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
않고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된다.
신자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에게 있으며, 그 인생의 운명 또한 아들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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