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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Forerunner Study Track: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1-45 

Session 3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9-10                 
03 이사야 9-10 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ISAIAH 9-10      
 이사야 9-10 장의 문맥 이해 

 
A. Isaiah 9-11 is similar to Isaiah 2-4. Each passage has three parts—first, a promise about Jesus’ millennial 

glory (2:1-5; 9:1-7), followed by a warning of judgment (2:6-4:1; 9:8-10:34), concluding with another 
promise of Jesus’ millennial glory (4:2-6; 11:1-16). The sin, judgment, and supernatural activity seen in 
history in such passages will be seen again in the end times yet on a global basis.                    
이사야 9-11 장은 이사야 2-4 장과 유사하다. 각각의 구절은 3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첫째로,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에 관한 약속 (2:1-5; 9:1-7)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2:6-4:1, 9:8- 10:34)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의 또 다른 약속으로 마무리 짓는다 (4:2-6; 11:1-16). 이 장들에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죄, 심판, 그리고 초자연적인 활동은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B. The outline of Isaiah 9-11 

이사야 9-11 장의 개요 
 

9:1-7 God will send a great light in the person of a coming King—Jesus 
하나님께서 오실 왕의 모습으로 큰 빛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 

 
9:8-21 God’s judgment on sinful Israel (such passages teach and warn future generations) 
죄악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 구절들은 미래의 세대에 경고와 교훈을 줌) 

10:1-4 God’s warning to Judah to learn from the crisis in Israel 
유다가 이스라엘의 위기로 부터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10:5-19 God chose Assyria as His rod and then He judged them 
하나님은 앗수르를 그분의 막대기로 택하셨고 그들도 심판하셨다 

 
10:20-27 The salvation of a remnant (at various times in history and at the end of the age) 
남은 자의 구원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대에 있어왔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 

10:28-34 The Assyrian army approaches Jerusalem and is destroyed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멸망 당하다 

 
11:1-16 The reign of the righteous King 
의로운 왕의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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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ivil war: One generation after King David died, in 931 BC, Israel split into two kingdoms—the 
Kingdom of Israel in the north (with Samaria as its capital) and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outh.             
내전: 다윗 왕이 죽은 이후 주전 931 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었다 – 북 이스라엘의 왕국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남 유다의 왕국이다. 

 
D. Assyrians: The dominant empire in the Middle East was the Assyrian Empire (911-606 BC); 

later it was the Babylonian Empire (606-539 BC); then it was the Persian Empire (539-331 BC); 
next it was the Greek Empire (331-146 BC), and then it was the Roman Empire (146 BC-AD 476).          
앗수르: 중동에서 우세한 제국은 앗수르 제국이었다 (주전 911-606);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였고 (주전 
606-539); 그 후에는 페르시아 제국 (주전 539-331); 다음은 그리스 제국 (주전 331-146),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였다 (주전 146- 주후 476). 

 

 
E. Isaiah 9-10 alludes to the escalating crisis of that time—it was centered around a twofold military crisis. 

There were great chaos and troubles throughout the region—military, economic, social, etc.               
이사야 9-10 장은 그 당시 악화되는 위기를 시사한다 – 두 가지 요소의 군사적 위기가 중심이 되었다. 
그 지역 도처에 큰 혼란과 문제들이 있었다 –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등등 

 
1. In 734 BC, Israel in a coalition with Syria attacked Judah killing 120,000 (2 Chr. 28:6).           

 주전 734 년에 시리아와 동맹 관계였던 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120,000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대하 28:6). 
 

6For Pekah [king of Israel]…killed one hundred and twenty thousand in Judah in one day, all valiant 
men, because they had forsaken the LORD God of their fathers. (2 Chr. 28:6) 
 6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 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십 이 만 명을 죽였으며 (대하 28:6)       
  

2. In 733 BC, the Assyrian Empire invade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In 721 BC, Assyria invaded  
 Israel again, capturing her capital city Samaria and enslaving her people.  

 주전 733 년, 앗수르 제국은 북 이스라엘 왕국을 침입했다. 주전 721 년, 앗수르는 다시 이스라엘에 
침입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II. GOD WILL SEND A GREAT LIGHT TO RESTORE REBELLIOUS ISRAEL (ISA. 9:1-7)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빛을 보내실 것이다 (사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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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aiah described what would happen to Judah if they rejected the Lord’s leadership and did not understand 
His plan as revealed by the prophets. They would end up distressed, angry, and hopeless in the face of the 
escalating military crisis. This led to disillusionment and rejection of political leaders and God. The 
believing remnant (8:11-22) was to have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of the escalating troubles (8:17-18) 
by looking beyond the distressful time to the light of a coming King (9:1-7).      
이사야는 유다가 주님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계시된 그 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묘사하였다. 그들은 악화되는 위기를 직면하여 결국 괴롭고, 화나고, 
소망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리더들 (그들의 왕)과 주님을 환멸하고 
거부하도록 이끈다. 하지만 믿는 남은 자들 (8:11-22) 은 괴로운 시간을 너머 오시는 왕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가중되는 환란들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21They will pass through it hard-pressed…will be enraged and curse their king and their God… 22They 
will…see trouble and darkness, gloom of anguish; and they will be driven into darkness. (Isa. 8:21-22) 
21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변조하며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들어가리라 (사 8:21-22) 

 

B. God will send a great light in the person of a coming King—Jesus (9:1-7).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큰 빛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 (9:1-7). 

1Nevertheless the gloom will not be [remain] on her who is distressed, as when at first [733 BC] He 
lightly esteem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and afterward [721 BC] more heavily 
oppressed her…2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a light has shined. (Isa. 9:1-2)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 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주전 733]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후에 [주전 721]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 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사 9:1-2 KJV 한글 흠정역) 

 

C. A great light: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the Israelites—would see a light. Isaiah spoke of those 
who “have seen” a light (9:2). He spoke of the future as if it already happened. To Isaiah, the hope of the 
Messiah’s earthly reign was a present reality that energized his life in the “now.” His disciples were to 
grow in faith and not give in to despair (8:16-17, 21). The remnant could walk in confidence in the fact of 
a coming light, even in a time of darkness (8:22).                    
큰 빛: 어둠 속에서 걷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다 (마 4:13-16). 이사야는 빛을 “본” 
자들에 대해 말했다 (9:2). 그는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했다. 이사야에게 이 땅에서 
메시아 통치의 소망은 현재적인 실제였고 그것은 그의 삶에 “지금” 열정을 주었다. 주님의 징계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남은 자들은 어둠의 때 
조차도 오실 빛에 대한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다 (8:22). 

 
D. The people of Galilee experiencing God’s disciplining hand would enjoy God’s light. The light of God’s 

glory was seen there when Jesus made Capernaum His headquarters (Mt. 4:13-16). A greater measure of 
light will be seen there and throughout all Israel during Jesus’ millennial reign (Isa. 60).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즐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그의 활동 중심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 가운데 비춰졌었다 (마 4:13-
16). 엄청난 빛이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기간에 그 곳과 이스라엘 도처에 비춰질 것이다 (사6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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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Jesus] dwelt in Capernaum…in the regions of Zebulun and Naphtali, 14that it might be 
fulfilled…saying…16The people who sat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Mt. 4:13-16) 

 
13[예수님이] …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 (마 4:13-16) 

1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2For behold, the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but the 
LORD will arise over you, and His glory will be seen upon you. (Isa. 60:1-2)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 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1-2) 

 
E. Naphtali and Zebulun: The land of Naphtali lay along the we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and 

Zebulun was just west of that. These lands in northern Galilee were the first attacked by Assyria. 
납달리와 스불론: 납달리 땅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었고 스불론은 그곳의 
서쪽에 있었다.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이 땅들은 앗수르에 의해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다. 

F. Isaiah referred to two periods of intense trouble seen in the northern area of the Kingdom of Israel. In 733 
BC, Assyria invaded this area, and 12 years later many in Israel were deported in 721 BC.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지역에 보여진 문제를 두 기간으로 언급했다. 주전 733 년에 앗수르는 
이 지역에 침입했고 12 년 후인 주전 721 년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당하게 되었다. 

 
1. At first: The Lord lightly esteemed Galilee in context to Assyrians invading them in 733 BC. 

처음에는: 주전 733 년에 주님께서 앗수르인들의 침략이라는 상황으로 갈릴리를 가볍게 
대하셨다. 

 
2. Afterward: The Lord more heavily oppressed Galilee in 721 BC, by sending the Assyrians to 

invade Israel, capture their capital city Samaria, and to deport the people as slaves.              
그 후에: 주님은 주전 721 년에 앗수르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들을 노예로 추방하심으로 더 가혹하게 갈릴리를 억압하셨다. 

 
G. Isaiah 9:3-5 described three aspects to this glorious promise —the nation of Israel will be multiplied, restored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ord (rejoicing before Him), and free from the yoke of military hostility. Thus, 
a new world order will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birth of the King (9:6-7).                  
이사야 9:3-5 절은 이 영광스런 약속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심), 그리고 군사적 적대 상황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왕의 탄생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다 (9:6-7). 

 
3You have multiplied the nation and increased its joy; they rejoice before You according to the joy of 
harvest, as men rejoice when they divide the spoil. 4For You have broken the yoke of his burden and…the 
rod of his oppressor, as in the day of Midian. 5For every warrior’s sandal from the noisy battl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will be used for burning and fuel of fire. (Isa. 9:3-5)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사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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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plied the nation: Israel will be multiplied numerically, financially, emotionally, etc.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등 창성하게 될 것이다. 
  

2. Rejoice before You: Israel will one day be fully restored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is 
includes Israel’s national salvation (Rom. 11:26). Israel's rejoicing is connected and compared to 
the joy of an abundant harvest and a military victory where they divide the spoil.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 날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을 포함한다 (롬 11:26).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것은 풍성한 추수와 
군사적 승리의 기쁨과 연결되며 비교될 수 있다. 

 
3. Broken the yoke: Isaiah compared this coming military victory to their victory over Egypt under 

Moses (Ex. 7-15) and over Midian under Gideon (Judg. 6-8). Both were supernatural military victories 
that were “against all odds.”                    
멍에를 꺽으심: 이사야는 다가올 군사적 승리를 모세의 때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승리(출 7-15), 
그리고 기드온의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삿 6-8)와 비교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두 
전쟁은 초자연적인 군사적 승리였다. 

 
4. Warrior’s sandals: The burning of military boots and the clothes of defeated soldiers speaks of a final 

victory where military equipment is no longer needed because war ceases (Isa. 2:4).             
군인의 신: 패배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는 것은 군사적 장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곧 최후의 승리를 말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쳤기 때문이다 (사 2:4). 

 
5. The promises described in 9:2-5 depend on the coming of a King to rule the earth (9:6-7). The King 

would be a “Child who is born” (humanity) and a “Son being given” (deity; Ps. 2:8).                 
9 장 2-5 절에 묘사된 약속들은 이 땅을 통치하실 한 왕의 오심에 달려있다 (9:6-7). 그 왕은 
“태어날 아기” (인간) 이시면서 “주신 바 된 아들” (신성; 시 2:8) 이셨다. 

 
6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7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forever. (Isa. 9:6-7)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7) 

 
6. His Name: His names express the nature of His person, and reign. He is “Wonderful,” or one who fills 

His people with wonder and awe. He is “the Counselor” who possesses wisdom to restore the nations. 
He is “Mighty God” who possess infinite power to fulfill all of His plans. He is the “Everlasting 
Father,” depicting how He represents Father’s tender care and desire for relationship. He is the “Prince 
of Peace” who brings peace and safety to all the nations.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통치를 표현한다. 그 분은 “기묘자” 즉 그 분의 백성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 그 분은 그분의 나라들을 회복시킬 지혜를 소유하신 “모사” 
이시다. 그 분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다.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관계 하기를 원하시고 보여지는 지를 나타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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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분은 열방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7. Government: The King has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to heal the nations, remove sin and darkness 
from the planet, and to fill the earth with God's glory in a way which expressed that He is wonderful, 
wise, powerful, tender, and peace loving. Ask the Lord for grace to communicate these things about 
Jesus in context to making known His end-time plans to people who are fearful, offended, confused, 
and skeptical in context to His end-time government or leadership.                
정사: 그 왕은 열방을 치유하고 지구 상에서 죄와 어둠을 제거할 능력과 책임을 갖고 계신데, 그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묘하고 (놀랍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고 부드러우며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땅에 채울 능력과 책임을 갖고 계시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통치하시는 리더십에 대해 두려움이나 마음 상함, 혹은 혼란스러움 이나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때 계획들을 잘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하라.          

 
H. Increase: Jesus’ government will progressively increase (9:7). Social improvements will be progressive. 

Infrastructure will be established in every sphere of society in each city.                       
증가: 예수님의 정부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9:7). 사회적 개선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공공 
기반 시설들이 각 도시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건설될 것이다. 

III.    GOD’S JUDGMENT ON SINFUL ISRAEL (ISA. 9:8-21)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 9:8-21) 

 
A. Isaiah gave a message describing God’s judgment on the pride and oppression in Israel (9:8-21). 

The Lord had already “sent” His warnings of judgment to Israel through Amos, Hosea, and Isaiah from 760 
BC onwards. Everyone in Israel knew of these warnings and thus, was responsible.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억압에 대해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하며 말씀을 전했다 (9:8- 21). 
주전 760 년부터 주님은 계속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예언적인 
심판의 경고들을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경고를 알고 있었기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8The LORD sent a word against Jacob, and it has fallen on Israel. 9All the people will know— Ephraim 
and…Samaria—who say in pride…10“The bricks have fallen down, but we will rebuild with hewn stones; 
the sycamores are cut down, but we will replace them with cedars…”13For the people do not turn to Him 
who strikes them, nor do they seek the LORD of hosts.  (Isa. 9:8-13) 
8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 모든 백성 곧 에프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13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사 9:8-13) 

 

B. In verses 8-9, Isaiah refers to Israel by four different names— as “Israel” (Jacob's covenant name), “Jacob” 
(father of the 12 tribes), “Ephraim” (its largest tribe), and “Samaria” (capital city of Israel).           
8-9 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네 개의 이름으로 부른다- “이스라엘” (야곱의 언약 이름), “야곱” (열 두 
지파의 조상), “에브라임” (가장 큰 지파),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C. In verse 10, Israel’s pride was expressed in claiming that if things were destroyed by a military crisis, they 

would replace them with things that were even better. They would overcome any disaster and accomplish 
bigger and better things through their hard work yet without needing to seek God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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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위기로 인해 무엇이든 파괴되면 더 좋은 것들로 대체하겠다며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어떠한 
재앙도 극복하며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이루어 내고자 했다 (9:13). 

1. Bricks: If their enemy knocked down their walls made of mud-bricks, they would rebuild them 
with expensive and beautiful hewn stone.                  
벽돌: 그들의 대적이 진흙으로 만든 성벽을 무너뜨린다면, 그들은 비싸고 아름다운 벽돌로 다시 
짓고자 했다. 

 
2. Sycamores: If their homes built of sycamore wood were destroyed in a national crisis, they would 

rebuild them with more expensive and stronger wood from the cedars of Lebanon.                   
뽕나무: 뽕나무로 만든 그들의 집이 국가적 위기 속에 파괴되면, 그들은 더 비싸고 튼튼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려 했다. 

D. Escalating crisis: In 9:8-21, God caused an escalating crisis to unrepentant Israel—it included disastrous 
military conflicts (9:11-12), the breakdown of their political infrastructure (9:14-16) and social services 
(9:17), with the loss of moral standards in society (9:18), the land scorched by fires (9:19), and social 
anarchy (9:19-21). As Israel continued to refuse to repent so God’s discipline continued to intensify more 
and more as reflected by Isaiah’s cry,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9:12, 17, 21; 10:4).            
위기가 고조됨: 9:8-21 절에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셨다- 
이것은 엄청난 군사적 갈등 (9:11-12), 정치적 공공 기반 시설 (9:14-16)과 사회 복지 (9:17)의 와해, 사회 
안에서 도덕적 기준의 상실 (9:18), 화재로 인한 땅이 불탐 (9:19), 그리고 사회적 혼란 (9:19-21) 등을 
포함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해서 더 극심해졌는데, 
이사야의 부르짖음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12, 17; 10:4). 

 
E. We do not know the exact date of all these events. It was probably after the Assyrians first attacked Israel in 

733 BC, but before Assyria devastated them in 721 BC, leaving scorched land (9:19).          
우리는 이 사건들의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이것은 아마도 주전 733 년에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일 것이지만, 주전 721 년에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고 그 땅을 다 태워 버리기 전일 것이다 
(9:19). 

 
F. Isaiah spoke this message in Judah so that they would see the consequences of Israel’s sin to instruct them in 

the fear of God by grasping that the Lord disciplining His covenant people Israel, meant He would discipline 
Judah. Judah was given this opportunity to learn from Israel’s crisis.                       
이사야가 유다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곧 유다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알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G. Judah need not fear the armies of Israel and Syria who were attacking them, for God’s judgment will destroy 

these armies. This message gave hope to Judah in seeing God’s judgment against their arch enemy Israel. 
Isaiah explains why Israel’s attack against Judah failed; it was not because of Ahaz’s alliance with Assyria, 
but because God was judging Israel because she would not obey.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주된 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 유다에게 이 
메시지는 소망을 주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유다 침략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아하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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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수르와 맺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H. Isaiah 9:8-10:34 gives us a picture of how God will respond to Israel and the nations in the end times.             
이사야 9:8-10:34 절은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IV. WHY ISAIAH 10 IS INCLUDED IN OUR STUDY ON THE FORERUNNER MESSAGE                

이사야 10 장이 선두주자 메시지에 포함되는 이유       
 

A. Isaiah 10 gives us a clear picture of how God will respond to Israel and the nations in the end times. 
I acknowledge that the events in Isaiah 10 have a fulfillment in ancient history. Many recognize Isaiah 10 as 
a part of one message contained in Isaiah 9-11—a message that is bookended by two 
end-time passages (9:1-7 and 11:1-16). Thus, I included it in this study on the forerunner message.                
이사야 10 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어떻게 대하실지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다. 나는 
이사야 10 장에 있는 사건이 고대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이들이 이사야 10 장이 
이사야 9-11 장 안에 함께 묶여있는 메시지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두 가지 메시지 (9:1-7 와 
11:1-16)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선두주자 메시지로 포함시켰다. 

 
B. Isaiah 10:20-27 has a double fulfillment—in ancient Israel and at the end of the age. I see two points in 

this passage that have a potential end-time fulfillment—related to the remnant and “the Assyrian.”      
이사야 10:20-27 절은 이중 성취를 담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마지막 때 성취될 잠재적인 말씀으로 보는 이유로 두 가지 부분을 꼽는데, 그것은 남은 자와 
“앗수르인”과 관련이 있다. 

 
V. GOD’S WARNING TO JUDAH TO LEARN FROM THE CRISIS IN ISRAEL (ISA. 10:1-4)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 배우도록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사 10:1-4) 
 

A. Judah is warned to repent to avoid the judgment that was on Israel (10:1-4). Isaiah had prophesied 
about judgment coming to Judah for its pride and oppression (2:6-4:1). Gary Smith points out that Isaiah 
speaks to Judah as seen by his use of “you” (10:3, his audience) and the shift from declarations of judgment 
and military invasions (9:8-21) to woeful laments with warnings for oppressing the poor (10:1-2). In addition, 
there are no references to any northern city or ruler as in 9:8-21.                              
유다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경고를 받았다 (10:1-4). 이사야는 
만약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과 억압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다 (2:6-4:1). 게리 스미스는 
10:3 절에서 “너” (그의 청중으로서)라고 한 것과 심판, 군사적 침략 (9:8- 21)에 대한 선포가 통탄한 슬픔 
(가난한 자를 억압한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으로 바뀌는 것 등으로 보아 이사야가 유다에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0:1-2). 게다가, 9:8-21 절의 경우처럼 어떤 북쪽의 도시나 통치자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 
                         
1“Woe to those who decree unrighteous decrees…2To rob the needy of justice, and to take what is right 
from the poor of My people, that widows may be their prey, and that they may rob the fatherless. 3What 
will you do in the day of punishment…? To whom will you flee for help? 4Without Me they shall bow down 
among the prisoners, and they shall fall among the slain.”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Isa. 10:1-4) 
1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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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4 포로된 자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 10:1-4) 

 

B. Decree: They established oppressive laws to enrich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helpless.                  
법령: 그들은 힘없는 자의 비용으로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억압적인 법을 제정했다. 

 
C. The day of punishment: A day of disaster is coming to Judah without any nation to help them. 

This may have happened when Assyria attacked Judah's fortified cities (701 BC; Isa. 36:1) or 
when Babylon destroyed Jerusalem and took many people into captivity (606-586 BC). 

벌하시는 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재앙의 날이 유다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은 앗수르가 유다의 요새 
지역들을 공격했을 때 (주전 701 년; 사 36:1)이거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주전 606-586). 

 
D. They will bow down: The leaders who enriched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helpless will suffer the same 

fate as everyone else by being taken away into slavery as captives or lying among the slain. In the midst of 
God’s judgment, social status, wealth, and political authority are useless.               
그들이 구푸리게 될 것이다: 힘없는 자의 비용으로 자신을 부유하게 한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예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한 자와 엎드러지는 동일한 운명으로 고통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회적 지위, 부, 정치적 권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E. The Lord’s short-term plans for Judah and Israel are not identical. Israel will be devastated by Assyria (10:4, 
9, 11), but Judah would be spared this devastation.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단기 계획은 동일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황폐화될 
것이지만 (10:4, 9, 11), 유다는 이 황폐함을 모면하게 될 것이었다. 

 
VI.    GOD CHOSE ASSYRIA AS HIS ROD AND THEN HE JUDGED THEM (ISA. 10:5-19)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그분의 막대기로 택하셨고 그들도 심판하셨다 (사 10:5-19) 
 

A. God will judge the wicked Assyrians that He used as a tool to discipline His people (10:5-6). Assyria was a 
cruel enemy that was sent by God. Habakkuk was troubled by this idea (Hab. 1:5-17). God chose the wicked 
empire of Assyria to discipline His people. Afterwards, He destroyed them.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악한 앗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10:5-6).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매우 잔혹한 대적이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합 1:5-
17).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악한 앗수르 제국을 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앗수르도 멸하셨다. 

 
5“Woe to Assyria, the rod of My anger… 6I will send him against an ungodly nation [Judah]… 
I will give him charge, to seize the spoil, to take the prey, and to tread them down like the mire of the 
streets…” 12…When the LORD has performed all His work on Mount Zion and on Jerusalem, that He will 
say, “I will punish…the king of Assyria.” (Isa. 10:5, 12) 
5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6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유다]를 
치게 하며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벌하시리라 (사 10:5-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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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od controls the destiny of nations. Isaiah spoke of a God who is over history. He applied this truth of God’s 

sovereignty to the historical process. It has significance for our life too. Isaiah wanted Judah to trust God 
even in the face of the powerful Assyrians, knowing that even the mightiest nations are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은 열방의 운명을 정하신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계신 분임을 전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진리를 역사의 모든 진행에 적용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사야는 유다가 강력한 앗수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음을 알기 원했다.          

 
C. Isaiah described the nature and extent of God's judgment on Assyria (10:7-19).            

이사야는 앗수르에게 올 심판의 성격과 정도를 묘사했다 (10:5-19). 
 

VII. THE SALVATION OF A REMNANT (ISA. 10:20-27)       
 남은 자의 구원 (사 10:20-27) 

 
A. I see a double fulfillment in 10:20-27—in ancient Israel and at the end of the age. I see two points in this 

passage that have a potential end-time fulfillment related to the remnant and “the Assyrian.”     
나는 10:20-27 절을 이중 성취로 본다- 고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다. 이 구절을 마지막 때 
성취될 잠재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은 남은 자 그리고 “앗수르”와 관련이 있다. 

 

B. God promised to save a remnant of Israel (10:20-23). This promise was partially fulfilled in history and will 
be completely when Jesus returns. The salvation of a remnant is a very important theme in Isaiah's end-time 
perspective. Isaiah often used the phase “in that day” to indicate that he was referring to events or trends that 
would be relevant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I see 10:20-23 as prophesying about events that were 
partially fulfilled in history and completely in the end times.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0:20-30). 이 약속은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남은 자의 구원은 이사야에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사야는 “그 날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세대와 관련된 사건들과 경향들을 언급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10:20- 30 절을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다. 

20…in that day that the remnant of Israel, and such as have escaped of the house of Jacob, will never 
again depend on him who defeated [struck] them, but will depend on the LORD…in truth. 21The 
remnant will return, the remnant of Jacob, to the Mighty God. 22For though your people, 
O Israel, be as the sand of the sea, a remnant of them will return; the destruction decreed shall overflow 
with righteousness. 23For the Lord…will make a determined end in the midst of all the land. (Isa. 
10:20- 23)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사 
10:20-23) 

 
1. Remnant of Israel: This was fulfilled in part when some survived the Assyrian dispersion (721 BC), 

and when some returned from Babylon with Zerubbabel (536 BC). Paul quoted Isaiah 10:22 to show 
that a remnant existed in his day who were faithful to God as believers in Jesus (Rom. 9:27). The 
“never again” dimension (10:20) will not be fulfilled until Jesus saves the remnant when He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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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남은 자: 이것은 앗수르의 칩임 (주전 721 년)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과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주전 536 년) 이들로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바울은 그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이 존재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사야 10:22 절을 인용했다 
(롬 9:27). 그러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어 서야 이 예언이 
“다시는…아니하고”의 차원 (10:20)으로 성취될 것이다. 

 
2. The remnant is specified as being people from the ten tribes or the Kingdom of Israel in the north of 

the land. They are referred to as “the remnant of Israel” (10:20), “the house of Jacob” (10:20), the 
remnant of Jacob (10:21), and Israel (10:22). 
남은 자는 특별히 북쪽 땅에 있던 열 두 지파 혹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10:20), “야곱 족속 (10:20, 야곱의 남은 자 (10:21), 그리고 이스라엘 
(10:22)이라고 일컫는다. 

 
3. The promise in 10:20-23 was spoken to those who lived in Zion or Jerusalem (10:24).  

10:20-23 절의 약속은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10:24).
  

C. The destruction decreed: Judah was smitten but spared total destruction. God in His wisdom decreed this. 
The Judge of all the earth (Gen. 18:25) defies human logic by His decisions to release judgment. The Lord 
has determined to release specific judgments on His people that shall result in His people choosing to look to 
Him and to walk in righteousness.                   
파멸이 작정되었다: 유다는 공격 당했지만 완전한 멸망은 면했다.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이것을 명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창 18:25) 가 심판을 내리기 위한 그분의 결정으로 인간의 이론을 거역하신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특정한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의로움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신다. 

 
D. The Assyrian will strike Judah and the Lord will strike the Assyrian (10:24-27). The promise of God saving a 

remnant from Israel in 10:20-23 is connected to 10:24-27 by the word “therefore” (10:24).               
앗수르인들은 유다를 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앗수르를 칠 것이다 (10:24-27). 10:20-23 절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0:24-27 절과 연결된다. 

24Therefore…“O My people, who dwell in Zion [in Jerusalem], do not be afraid of the Assyrian. 
He shall strike you with a rod and lift up his staff against you, in the manner of Egypt. 25For yet a very 
little while and the indignation will cease, as will My anger in their destruction.” 26And the LORD of 
hosts will stir up a scourge for him like the slaughter of Midian [under Gideon]…as His rod was on the 
sea [under Moses], so will He lift it up in the manner of Egypt. 27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his 
burden will be taken away from your shoulder, and his yoke from your neck, and the yoke will be 
destroyed because of the anointing oil. (Isa. 10:24-27)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25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6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기드온의 때]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모세의 때]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7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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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well in Zion: This promise was spoken to those who lived in Zion or Jerusalem (10:24). Those in 
Jerusalem (the Kingdom of Judah) were encouraged by knowing that God would graciously save a 
remnant in the rebellious Kingdom of Israel and thus He would do the same for them.                 
시온에 거주하는: 이 약속은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10:24). 예루살렘 (유다 왕국)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에 은혜로 남은 자를 
두셨고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2. He shall strike you: The Assyrian would strike Judah with a rod and staff “in the manner of Egypt” to 

enslave them as Pharaoh enslaved and heavily oppressed the Israelites (10:24).                 
너를 칠지라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극심하게 억압했듯, 앗수르가 유다를 
종 삼기 위해 “애굽이 한 것 처럼” 막대기와 몽둥이로 유다를 칠 것이다 (10:24). 

 
3. The Assyrian: Isaiah seems to have highlighted one particular Assyrian king that he referred to as “the 

Assyrian” (10:24). In Isaiah's day, the only Assyrian king who attacked “those who dwelt in Zion” or 
Jerusalem was Sennacherib (in 701 BC). Yet, he did not strike Jerusalem “with a rod in the manner of 
Egypt” to enslave them. Rather, Jerusalem was supernaturally delivered from Sennacherib when the 
angel of Lord killed 185,000 Assyrian soldiers (Isa. 37:36). Sennacherib did not “strike them with a 
rod,” he did not even enter Jerusalem.                               
앗수르: 이사야가 “앗수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앗수르의 한 특정한 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10:24). 이사야의 시대에,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공격한 앗수르왕은 산헤립이다 
(주전 701 년). 그러나 그는 “애굽이 한 것 처럼 막대기로” 예루살렘을 종 삼고자 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십팔만 오천의 앗수르 군대를 침으로써 예루살렘은 초자연적으로 
산헤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사 37:36). 산헤립은 “막대기로 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36The angel of the LORD went out, and killed in the camp of the Assyrians one hundred and 
eighty- five thousand; and when people arose early in the morning, there were the corpses—all 
dead. (Isa. 37:36) 
36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 37:36) 

 
4. It is possible that the Assyrian attack on Jerusalem mentioned here— “in the manner of Egypt” 

by “the Assyrian” might also point to the end times. The prophet Micah referred to the Antichrist is 
referred to as “the Assyrian” (Mic. 5:5). Thus, some see Sennacherib as a type of Antichrist since they 
are both defeated in a supernatural way when attacking Jerusalem. 
여기에 언급된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 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미가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앗수르”로 비유하고 있다 (미 5:5).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헤립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둘 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멸망하기 때문이다. 

 
4And He [Jesus] shall stand and fee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now He shall be 
great to the ends of the earth; 5And this One [Jesus] shall be peace. When the Assyrian comes into 
our land, and when he treads in our palaces, then we will raise against him… (Mic. 5:4-5)                
4 그가[예수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미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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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et a very little while: the indignation or divine discipline toward Jerusalem was soon to cease. This 
was fulfilled in 701 BC after an angel killed the Assyrian army. The phrase “a little while” was used 
by the Lord when referring to the time when He shakes all nations (Hag. 2:6-7). 
 오래지 아니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 혹은 거룩한 징계는 곧 그친다. 이것은 주전 701 년,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를 멸한 후에 성취된다.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흔드실 때 사용된 구절과 같다. (학 2:6-7). 

6“For thus says the LORD of hosts: ‘Once more (it is a little while) I will shak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dry land; 7and I will shake all nations … (Hag. 2:6-7) 
6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오래지 아니하여)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 (학 2:6-7) 

 
6. Like the slaughter of Midian: The LORD promised to scourge or whip “the Assyrian” in a way that 

was comparable to how He “slaughtered the armies of Midian” under Gideon and how He used “His 
rod on the Red Sea” to destroy Pharaoh’s armies in the days of Moses. This occurred in part when the 
Lord sent an angel who killed 185,000 Assyrians (Isa. 37:36).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 “앗수르”를 치시되 기드온의 때에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와 모세의 때에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른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과 비교하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십팔만 오천의 앗수르 군대를 멸하신 것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사 37:36). 

 
a. As in 9:4, Isaiah encouraged those in Jerusalem to believe that they would survive the attack 

of “the Assyrian” since the Lord had supernaturally delivered their forefathers in Egypt 
(under Moses) and in Midian (under Gideon). This same encouragement will be valuable in 
the end times.                          
9 장 4 절과 같이,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선조들을 애굽(모세의 때)과 미디안(기드온의 때)에게서 구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도 
“앗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이러한 격려는 마지막 때에 굉장히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b. In Gideon’s battle against Midian, panic took hold of Israel’s enemy causing them to fight 

each other (Judg. 7:22; Ezek. 38:21; Zech. 14:13).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다 (삿 7:22; 겔 38:21; 슥 14:13). 

 
7. Assyria’s yoke will be destroyed: “In that day” the Lord promised to break the Assyrian’s yoke from 

Jerusalem’s neck (10:27). Jerusalem was supernaturally delivered from Assyria in 701 BC when an 
angel killed 185,000 Assyrians. The ultimate deliverance of Jerusalem from the Antichrist called “the 
Assyrian” will be when Jesus returns (2 Thes. 2:8).                   
앗수르의 멍에가 벗어지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앗수르의 멍에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10:27). 예루살렘은 주전 701 년에 여호와의 사자가 십팔만 오천의 앗수르 군대를 
멸함으로써 초자연적으로 앗수르로 부터 구원받았다. 예루살렘이 “앗수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일 것이다 (살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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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THE ASSYRIAN ARMY APPROACHES JERUSALEM AND IS DESTROYED (ISA. 10:28-34)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다 멸망 당함 (사 10:28-34) 

 
A. Isaiah foresaw Assyria’s triumphant military march from the north to invade Jerusalem (10:28-32). Isaiah 

described the approach of the Assyrian army throughout various towns starting from Aiath about 15 miles 
north of Jerusalem. Geba was about six miles from Jerusalem. Ramah was about 5 miles from Jerusalem, and 
Gibeah about 3 miles away. Gallim, Laishah, Anathoth, Madmenah, and Gebim were small towns on the way 
to Jerusalem. Nob was less than one mile north of Jerusalem.         
이사야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한 앗수르의 승전 행전을 예언했다 (10:28-32). 이사야는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24 킬로미터정도에 있는 아얏으로 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시들을 거쳐 
내려오는 것을 묘사했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10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였고, 리브아는 약 5 킬로미터 거리였다. 갈림, 라이사야, 아나돗, 맛메나, 그리고 
게빔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동네였다. 놉은 예루살렘북쪽으로 1.6 킬로미터도 채 안되는 
곳이었다. 

28He has come to Aiath [15 miles north of Jerusalem]… 29They have taken up lodging at Geba. Ramah is 
afraid, Gibeah of Saul has fled. 30Lift up your voice, O daughter of Gallim…O poor Anathoth! 
31Madmenah has fled, the inhabitants of Gebim seek refuge. 32As yet he will remain at Nob that day; he 
will shake his fist at the mount of the daughter of Zion, the hill of Jerusalem. (Isa. 10:28-32) 

 
28 그가 아얏 [예루살렘에서 24 킬로미터]에 이르러… 29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30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31 맛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32 아직 이 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사 10:28-32) 

 
1. The date of the Assyrian invasion of Judah described here is not specified but since Jerusalem is 

highlighted (10:32), it seems best to see this as a description of the invasion in 701 BC. 
앗수르가 유다를 침략했던 시기는 여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고 (10:32), 이 침략을 주전 701 년으로 보는 것이 최선일 듯 하다. 

 
2. The Assyrian king “shook his fist” in a taunting or threatening way at the city of Jerusalem (10:32). 

앗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조롱하며 위협하는 식으로 “그 손을 흔들었다” (10:32). 
 

3. Isaiah described King Sennacherib’s final approach to Jerusalem as coming from Lachish 
(Isa. 36:2; cf. 2 Kgs. 19:8) which was southwest of Jerusalem (instead of him coming 
from the north as described here in 10:28-32). Assyria attacked the fortified cities in Judah 
during this campaign against Jerusalem in 701 BC. Here in 10:28-32, Isaiah may not have 
intended to give all the cities that Sennacherib’s troops marched by. His main objective 
seems to have been to highlight the Assyrian army as invincible.                
이사야는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진군한 것을 (10:28-32 에 북쪽으로 부터 
왔다고 설명된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했던 라기스로 부터 온 것으로 
설명했다 (사 36:2; 비교. 왕하 19:8). 앗수르는 주전 701 년 예루살렘에 대한 작전 동안 
유다의 요새 지역인 도시들을 공격했다. 10:28-32 절에서, 이사야는 산헤립의 군대가 
진군했던 모든 도시들을 다 기록하고자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의 주된 목표는 앗수르 
군대가 당시 천하무적 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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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pproach of the Assyrian army caused the villages of Raman and Gibeah to be filled with fear 
and to run in panic as the army advanced closer to them.               
앗수르 군대의 진군은 라마와 기브아 도시를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했고 군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공포 가운데 도망하게 했다. 

B. The Lord promised to judge the Assyrian Empire (10:33-34). The Assyrian Empire was conquered by 
the Babylonian Empire in 606 BC, about 100 years after attacking Jerusalem in 701 BC.             
주님은 앗수르 제국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셨다 (10:33-34). 앗수르 제국은 주전 606 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됐는데, 이것은 주전 701 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 100 년이 지나서다.  
                        
33Behold, the Lord…will lop off the bough with terror; those of high stature will be hewn down… 
34He will cut down the thickets of the forest with iron, and Lebanon will fall by the Mighty One. (Isa. 
10:33-34) 33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사 10:33-34)          
     
1. Isaiah described Assyria's destruction in terms of trees being cut down—even the cedars of Lebanon. 

The mighty forests of Lebanon were under the rule of Assyria. Lebanon was known as having the 
most beautiful, strong and tall cedars in the Middle East. Ezekiel also referred to the Assyrian 
destruction as the cutting down of the cedars of Lebanon (Ezek. 31:3).                     
이사야는 앗수르의 멸망을 나무가 베어지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묘사했다. 레바논의 빽빽한 숲이 앗수르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며 키가 높은 백향목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에스겔도 앗수르의 멸망을 레바논의 
백향목이 베어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겔 31:3). 

 
2. Though Assyria would trouble Jerusalem, the Lord will cut them down as a lumberjack cuts down 

trees. The cutting down of Assyria's leaders of high stature is compared to cutting the mighty trees in 
Lebanon. This was a felling as great as cutting down Lebanon’s vast forests. This assurance was given 
to those in Jerusalem just as the Assyrians stood before their walls.                        
앗수르가 예루살렘에 고통을 주었지만, 벌목 꾼들이 나무를 베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 벨 것이다. 
앗수르 지도자들의 높은 위상이 베어지는 것은 레바논의 울창한 나무가 베임 당하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 베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벌채와 같았다. 이것은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진군해 왔을 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3. Isaiah provided details on Jerusalem's deliverance from Assyria in 701 BC in Isaiah 36-37.             

이사야는 주전 701 년에 예루살렘이 앗수르로 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36- 37 장에 
자세히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