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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2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34-35 
12 이사야 34-35 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INTRODUCTION 
서론  

A. Isaiah 34-35 describes God’s end-time global judgment of all the nations that oppose Him and the 
salvation of His people in context to the Great Tribulation and the return of Jesus to rule the earth in 
the Millennium. Isaiah 34-35 develop and conclude the themes of judgment and salvation seen in 
Isaiah 28-33. God’s global judgments (Isa. 34) express His zeal to fill the earth with love (Isa. 35). 
이사야 34-35 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전 지구적인 심판과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 묘사하는데, 이것은 대 환난과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사야 34-35 장은 이사야 28-33 장에서 나왔던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여기서 더 전개하고 마무리한다. 하나님의 전 지구적 심판 (사 34 장)은 온 
땅을 사랑으로 채우시려는 그분의 열심을 나타낸다 (사 35 장).  

B. Outline for Isaiah 34-35 
이사야 34-35 장의 개요 

34:1-17  God’s end-time judgment on the nations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34:1 All nations commanded to listen to God’s end-time message 
                               열방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들으라는 말씀을 받음 
 34:2-4 All nations who oppose the Lord will be judged 
                               주님을 대적하는 열방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34:5-7 God’s end-time judgment against Edom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34:8-10 The day-of-the-Lord vengeance on Edom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의 날 
 34:11-15 Edom will be totally desolate of human life 
                               에돔은 완전히 황폐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34:16-17 The Lord’s judgment against Edom is recorded 
                               에돔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기록되다 

35:1-10  God’s glory and salvation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35:1-2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자연계의 변화 

 35:3-4  A call to strengthen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는 사명 

 35:5-7  Healing and restoration of the people and land 
백성들과 땅의 치유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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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10 The highway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 

II. END-TIME CONTEXT: JESUS WILL REPLACE THE EVIL LEADERSHIP OF THE EARTH  
마지막 때의 상황: 예수님은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을 대체하실 것이다 

A. God will draw the wicked leaders to the battle of Jerusalem to defeat them before the eyes of the 
whole world (Joel 3:2, 12; Zech. 12:3; 14:2; Zeph. 3:8; cf. Ezek. 38:4). God’s end-time plan will 
result in purifying the Church, winning the harvest, saving Israel, and replacing evil governments. 
하나님은 예루살렘 전투에 악한 지도자들을 모으셔서 전 세계의 목전에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욜 3:2, 12; 슥 12:3; 14:2; 습 3:8; 비교. 겔 38:4).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추수를 거두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악한 정부들을 뒤엎는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2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 (Zech. 14:2)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슥 14:2)  
8My determination is to gather the nations to My assembly of kingdoms, to pour on them…all my 
fierce anger; all the earth shall be devoured with the fire of My jealousy. (Zeph. 3:8) 
8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습 3:8)  

B. Satan will send demons to gather the kings of the earth to the battle of Jerusalem (Rev. 16:13). 
사단이 예루살렘 전투를 위해 땅의 왕들을 모으려고 귀신들을 보낼 것이다 (계 16:13).  
14…Demons performing signs…go out to the kings of the earth and of the whole world, to gather 
them to the battle…16to the place called…Armageddon. (Rev. 16:14-16) 
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 16:14-
16)  

C. Jesus will replace the evil leadership of the earth in one hour, in order to establish a new world 
order, cleanse the earth, and inaugurate the millennial kingdom. 
예수님은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을 일시에 대체하실 것인데, 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며,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19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 make war against Him [Jesus]… 
20The beast [Antichrist] was captured…21The rest [the kings] were killed with the sword…  
(Rev. 19:19-21) 
19…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예수님]와…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21 그 나머지[임금들]는 … 검에 죽으매…(계 19:19-21)  

D. David saw Messiah killing the kings of the earth who resisted God in the end times. 
다윗은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의 왕들을 치시는 것을 보았다.  
5The Lord…shall execute kings in the day of His wrath. 6He shall judge among the nations,  
He shall fill the places with dead bodies; He shall execute the heads of many countries.  
(Ps. 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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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시 110:5-6) 

E. Never in history have all the kings of the earth with their armies gathered to one place. They will be 
drawn to Armageddon by the Lord (Joel 3:2, 12; Zech. 12:3; 14:2; Zeph. 3:8; cf. Ezek. 38:4), by 
Satan (Rev. 16:13-14; 19:19), and by their own evil motives (Ezek. 35:11). It is God’s winepress of 
wrath as Jesus will trample these armies like grapes (Isa. 63:2-4; Joel 3:13; Rev. 14:19-20; 19:15). 
역사상 한 번도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한 장소에 모인 적이 없다. 그들은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인데, 주님으로 인해 (욜 3:2, 12; 슥 12:3; 14:2; 습 3:8; 비교. 겔 38:4), 사탄에 
의해 (계 16:13-14; 19:19), 그리고 그들 자신의 악한 동기로 (겔 35:11)  모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군대를 포도처럼 짓밟으실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이다 (사 63:2-4; 욜 
3:13; 계 14:19-20; 19:15).  
3I have trodden the winepress…I have trodden them in My anger, and trampled them in My fury; 
their blood is sprinkled upon My garments, and I have stained all My robes. 4For the day of 
vengeance is in My heart…6I have trodden down the peoples [nations]…  (Isa. 63:3-6) 
3…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6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열방]을 밟았으며… (사 63:3-6) 

F. God’s end-time winepress of wrath will result in blood flowing for 1,600 furlongs (about 185 miles) 
which will cover the entire length of Israel—from Bozrah to Meggido is 130 miles.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진노의 포도즙틀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덮을 만큼의 거리인 1,600 스다디온(약 
185 마일, 약 298킬로미터)에 까지 피를 흐르게 할 것이다- 보스라부터 므깃도까지는 130 마일 (약 
209킬로미터)이다.  
20And the winepress was trampled outside the city [Jerusalem], and blood came out of the 
winepress, up to the horses’ bridles, for 1,600 furlongs [185 miles]. (Rev. 14:20) 
20 성 밖[예루살렘]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185miles, 298km]에 퍼졌더라 (계 14:20)  
22…I will rain down on him [Antichrist], on his troops…with flooding rain… (Ezek. 38:22) 
22…쏟아지는 폭우와…으로 그[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무리…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겔 38:22)  

III. GOD’S END-TIME JUDGMENT ON THE NATIONS (ISA. 34:1-17)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사 34:1-17)  

A. All nations are commanded to listen to God’s end-time message (34:1). Isaiah exhorted people to be 
strengthened by the knowledge of God's plan related to the coming judgment and salvation (33:6). 
열방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들으라는 말씀을 받는다 (34:1).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 힘을 얻으라고 권고했다 (33:6). 
1Come near, you nations, to hear; and heed, you people! Let the earth hear, and all that is in it, 
the world and all things that come forth from it. (Isa. 34:1) 



Forerunner Study Track: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1-45 – MIKE BICKLE 
Session 12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34-35  Page 4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1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사 34:1) 

B. All nations who oppose the Lord will be judged (34:2-4). 
주님을 대적하는 열방이 심판 받을 것이다 (34:2-4). 
2For the indignation of the LORD is against all nations, and His fury against all their armies;  
He has utterly destroyed them; He has given them over to the slaughter. 3Also their slain shall be 
thrown out; their stench shall rise from their corpses, and the mountains shall be melted with 
their blood. 4All the host of heaven shall be dissolved, and the heavens shall be rolled up like a 
scroll; all their host shall fall down…as fruit falling from a fig tree. (Isa. 34:2-4) 
2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 당하게 하셨은즉 3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사 34:2-4, 개역개정역) 
 
2 주의 격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 그들의 죽임 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4또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사 34:2-4, 

킹제임스흠정역) 

1. Indignation of the Lord: The anger of the LORD will be against all nations and their armies in 
the end times because all nations will gather to make war against Him and Jerusalem.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는 마지막 때에 열방과 그 모든 군대를 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방이 그분과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2. Stench shall arise: The odor will come from the rotting flesh of unburied corpses (34:3). 
악취가 오르리니: 아직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의 썩은 살에서 악취가 날 것이다 (34:3).  
20“But I will remove far from you [Jerusalem] the northern army [the Antichrist’s armies] 
and will drive him away into a barren and desolate land…His stench will come up, and his 
foul odor will rise, because he has done monstrous things.” (Joel 2:20) 
20 내가 북쪽 군대[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너희[예루살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욜 2:20)  
12For seven months the house of Israel will be burying them…14They will set apart men regularly 
employed…to bury those bodies remaining on the ground… (Ezek. 39:12-14) 
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겔 3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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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l the host of heaven: The heavenly host shall be dissolved, and the heavens rolled up like a 
scroll; all their host shall fall as a leaf falls from the vine, and as fruit falling from a fig tree. 
The power of God will impact the heavens and the hosts living there (34:4; cf. 13:10; 24:21). 
하늘의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가 해체될 것이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의 모든 군대들은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듯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거기에 사는 군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4; 
비교. 13:10; 24:21).   
12…He opened the sixth seal…13And the stars of heaven fell to the earth, as a fig tree drops 
its late figs…14Then the sky receded as a scroll when it is rolled up…15And the kings of the 
earth, the great men…the commanders…hid themselves in the caves and in the rocks of the 
mountains, 16and said to the mountains and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wrath of the Lamb! 17For the great day of His wrath has come…” (Rev. 6:12-17) 
12…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계 6:12-17)  

a. Stars: The stars may speak of asteroids and meteor showers hitting the earth. The 
Greek word for stars used here is aster from which we get the word asteroid. An aster 
refers to any shining mass in the sky, including stars, meteors, asteroids, or any 
flaming debris, etc. Stars are still in the sky in the fourth trumpet (Rev. 8:12).  
별: 별들은 지구에 떨어지는 소행성과 유성일 것이다. 여기에 쓰인 별에 대한 
헬라어는 aster 인데, 이 단어로부터 소행성(asteroid)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헬라어 
aster 은 별들과 유성, 소행성, 그리고 불타는 잔해 등을 포함한 하늘의 모든 반짝이는 
무리를 가리킨다. 네 번째 나팔 심판 때 별들은 아직 하늘에 있다 (계 8:12). 
25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in the moon, and in the stars…26men’s hearts 
failing them from fear…for the powers of heaven will be shaken. (Lk. 21:25-26)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눅 21:25-26)  

b. Hosts: These may refer to meteors etc. or demonic hosts in heavenly places or both.  
군대: 이것은 유성 같은 것이나 아니면 하늘의 악한 군대, 혹은 둘 다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21…in that day that the LORD will punish on high the host of exalted ones, and on 
the earth the kings of the earth. 22They will be gathered together, as prisoners are 
gathered…and will be shut up in the prison; after many days they will be punished. 
(Isa. 24:21-22)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사 2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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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od’s end-time judgment against Edom (34:5-7): Ancient Edom is in the geographic area of 
modern-day Jordan. Many see Edom also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judgment that will fall 
on all nations that stand against the Lord in the end times.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34:5-7): 고대 에돔은 지리적으로 현재의 요르단이 있는 
곳에 위치한다. 많은 이들은 에돔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게 임할 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5“For My sword shall be bathed in heaven; indeed it shall come down on Edom, and on the 
people of My curse, for judgment.” 6The sword of the LORD is filled with blood; it is made 
overflowing with fatness, with the blood of lambs and goats, with the fat of the kidneys of rams. 
For the LORD has a sacrifice in Bozrah and a great slaughter in the land of Edom. 7The wild 
oxen shall come down with them, and the young bulls with the mighty bulls; their land shall be 
soaked with blood, and their dust saturated with fatness. (Isa. 34:5-7) 
5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7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사 34:5-7) 

1. Edom: Amos referred to Edom’s history and perpetual anger toward Israel (Gen. 33:4-16; 
Num. 20:14-21; 24:18; 1 Sam. 14:47; 1 Kgs. 11:1-25; 2 Kgs. 8:20; 14:7-10; Ps. 60:1; 83:7; 
137:7; Isa. 34:5-7; 63:1-6; Jer. 49:7-22; Ezek. 35:1-15; Amos 1:11; Obad. 10-14; Mal. 1:2-5). 
에돔: 아모스는 에돔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끊임없는 분노에 대해 언급했다 (창 
33:4-16; 민 20:14-21; 24:18; 삼상 14:47; 왕상 11:1-25; 왕하 8:20; 14:7-10; 시 60:1; 83:7; 
137:7; 사 34:5-7; 63:1-6; 렘 49:7-22; 겔 35:1-15; 암 1:11; 옵 10-14; 말 1:2-5). 
11“…I will not turn away its [Edom’s] punishment, because he pursued his brother [Israel] 
…and cast off all pity; his anger tore perpetually, and he kept his wrath forever.” 
(Amos 1:11) 
11…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돔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그의 형제[이스라엘]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암 1:11)  

2. Some of the people of Edom, Moab, and Ammon (Jordan) will escape the Antichrist’s rage.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요르단) 사람들 중 일부는 적그리스도의 분노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41He [Antichrist] shall also enter the Glorious Land, and many countries shall be 
overthrown but these shall escape from his hand: Edom, Moab, and the prominent people 
of Ammon. (Dan. 11:41) 
41 그[적그리스도]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단 11:41)   

3. In heaven: The end-time global conflict starts in heaven (Rev. 12:7-9) and comes to Edom. 
하늘에서: 마지막때 전 지구적 갈등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계 12:7-9) 에돔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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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nd war broke out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with the dragon.8but they did 
not prevail, nor was a place found for them in heaven any longer. 9…Satan who deceives 
the whole world; he was cast to the earth, and his angels were cast out with him.  
(Rev. 12:7-9)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 
12:7-9)  

4. Overflowing with blood: Isaiah described a bloody picture of sacrificing animals to the Lord. 
피로 넘쳐 흐름: 이사야는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흘리는 모습을 묘사했다. 

5. Bozrah: The ancient capital of Edom is often identified with modern Buseirah, about 25 miles 
southeast of the Dead Sea.  
보스라: 고대 에돔의 수도는 사해의 남동쪽 약 25 마일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인 현재의 
‘부세이라’로 보곤 한다. 

D. The day-of-the-Lord vengeance on Edom (34:8-10): It has an eternal dimension to it.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의 날 (34:8-10): 여기는 영원한 차원의 측면이 있다.   
8For it is the day of the LORD’s vengeance, the year of recompense for the cause of Zion. 
9Its streams shall be turned into pitch, and its dust into brimstone; its land shall become burning 
pitch. 10It shall not be quenched night or day; its smoke shall ascend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shall lie waste; no one shall pass through it forever and ever. (Isa. 34:8-10) 
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10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사 34:8-10) 

1. The cause of Zion: One reason for this judgment is to repay those who persecuted Israel. 
시온의 송사: 이 심판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2. Pitch and brimstone: The destruction of Edom is compared to Sodom’s fate (Gen. 19:24-28). 
Edom will be a testimony to the nations for 1,000 years of the coming lake of fire. This area is 
named the “Territory of Wickedness” and seems to be connected with the lake of fire. Ancient 
Edom was close to where Sodom was.  
역청과 유황: 에돔의 멸망은 소돔의 운명으로 비유되었다 (창 19:24-28). 에돔은 열방에게 
보여줄 증거가 될 것인데, 천 년 동안 있을 다가올 불못에 대한 증거다.  이 지역은 “악한 
지역”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불 못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의 에돔은 소돔이 있었던 
곳과 가까웠다. 
9…If anyone worships the beast…10he sha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brimston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in the presence of the Lamb. 11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s forever and ever; and they have no rest day or night… (Rev. 14:9-11) 
9….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10…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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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9-11)  

3. They will suffer in the presence of the Lamb—whose physical throne will be in Jerusalem. 
그들은 어린 양의 임재 안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 그분의 실제적인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4…they [Edom] shall be called the Territory of Wickedness, and the people against whom 
the LORD will have indignation forever. (Mal. 1:4) 
4…그들[에돔]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 1:4)  

4. In the Millennium, those going to Jerusalem to worship will look on corpses (Isa. 66:23).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은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사 66:23).  
23“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all flesh shall come to worship before Me,” says the 
LORD. 24“And they shall go forth and look upon the corpses of the men who have 
transgressed against Me. For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ir fire is not quenched. They 
shall be an abhorrence to all flesh.” (Isa. 66:23-24) 
23 여호와가 말하노라…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24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사 66:23-24)  

5. It is significant that Edom and Babylon are described with a similar judgment comparable to 
Sodom and Gomorrah with fire and brimstone coming from heaven (Gen. 19:24, 28; cf. Jer. 
49:17–18; Isa. 34:9; Jer. 50:40; Isa. 13:19), that burns with smoke arising forever (Rev. 19:3; 
cf. Isa. 34:10) and resulting in such destruction that humans cannot live there (Jer. 49:13, 18, 
20; 50:9-40; cf. Isa. 13:20; 34:10; Ezek. 35:9, 14–15; Mal. 1:3–4) but only creatures of the 
desert (Isa. 13:20-22; 34:11-15). The two regions may share the same boundary line instead of 
being two areas that are described as perpetually burning. 
에돔과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되어 비슷한 심판으로 묘사된 것은 중요한 점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으로 (창 19:24, 28; Jer. 49:17–18; 사 34:9; 렘 
50:40; 사 13:19), 영원히 타오르는 연기로 불타서 (계 19:3; 사 34:10), 결국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고 (렘 49:13, 18, 20; 50:9-40; 비교. 사 13:20; 34:10; 겔 35:9, 14–15; 
말 1:3–4), 오직 사막 생물체들만 존재하게 되는 (사 13:20-22; 34:11-15)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 이 두 지역들은 끊임없이 불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두 지역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경계선을 갖고 (나란히 붙어) 있는 지역일 것이다. 

E. Edom will be totally desolate of human life (34:11-15). It will be inhabited by desert creatures. 
에돔은 완전히 황폐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34:11-15). 사막 생물체들만 서식하게 
될 것이다. 
11But the pelican and the porcupine shall possess it, also the owl and the raven shall dwell in it… 
13It shall be a habitation of jackals, a courtyard for ostriches. 14The wild beasts of the desert  
shall also meet with the jackals…also the night creature shall rest there. (Isa. 3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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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13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사 34:11-14) 

F. The Lord’s judgment against Edom is be searched out (34:16-17). Isaiah urged his readers to 
examine the details of this prophecy to verify its accuracy when it is fulfilled in the future. 
에돔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34 장 16-17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사야는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예언의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을 독자들에게 촉구했다. 
16Search from the book of the LORD, and read: not one of these shall fail… (Isa. 34:16) 
16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사 34:16) 

IV. GOD’S GLORY AND SALVATION (ISA. 35:1-10)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 35:1-10) 

A. The Lord’s zeal to remove wicked from the earth was to establish a community of joy in Isaiah 35.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려는 주님의 열심은 이사야 35 장에서와 같이 즐거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B.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35:1-2). 
자연계의 변화 (35:1-2)  
1The wilderness…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 as the rose; 2it shall blossom abundantly 
and rejoice, even with joy and singing. The glory of Lebanon shall be given to it, the excellence of 
Carmel and Sharon.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excellency of our God. (Isa. 35:1-2) 
1 광야와…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 35:1-2). 

1. Desert: This speaks of the dry, dead desert south of the Dead Sea. It is extremely hot and dry 
and is unable to sustain much life. The beauty for which Lebanon and Carmel were famous 
will be seen in this desert. This is totally opposite of what the Lord will do in Edom. 
사막: 이것은 사해의 남쪽에 메마르고 죽은 사막을 말한다. 이 사막은 엄청나게 뜨겁고 
건조하며 많은 생명체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막에서 레바논과 갈멜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에돔에 하실 일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다. 

2. They: This is a reference to the “redeemed” who are later identified in 35:9-10. 
그것들(그들): 나중에 35 장 9-10절에 나오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 에 관한 언급이다. 

3. See God’s glory: They shall encounter many different manifestations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들은 하나님 영광의 다양한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3…“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5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Isa.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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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 40:3-5)  

4. With joy and singing: The redeemed will sing over the desert both before and after it blooms. 
기쁜노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사막을 향해 노래할 것인데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기 
전에도 그러하고 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C. A call to strengthen God’s people (35:4-5): The Lord’s messengers are those who are not overcome 
with fear in the end times—they are to encourage the fearful with God’s end-time promises.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는 사명: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다 –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약속들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3Strengthen the weak hands…4Say to those who are fearful-hearted, “Be strong, do not fear! 
Behold, your God will come with vengeance, with the recompense [reward] of God…”  
(Isa. 35:3-4) 
3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4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상급]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 35:3-4) 
9O Zion…get up into the high mountain; O Jerusalem, you who bring good tidings, lift up your 
voice with strength…be not afraid; say to the cities of Judah… 10“Behold, the Lord GOD shall 
come with a strong hand…behold, His reward is with Him.” (Isa. 40:9-10) 
9…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 (사 40:9-10)  

D. Many will be fearful (Lk. 21:26). They will need strength from hearing promises from God’s word. 
많은 이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 (눅 21:26).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약속을 들음에서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6…men’s hearts failing them from fear and the expectation of those things which are coming… 
(Lk. 21:26) 
26…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눅 21:26)  

E. The Lord will release healing and restoration of the people and land (35:5-7). Isaiah elaborates on 
ways in which God’s glory will be manifest— physically healing people and transforming 
agriculture. The Lord’s plans include releasing power in every aspect of human life and creation. 
주님은 그 백성과 땅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35:5-7).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 상세히 설명한다 – 백성들은 육신적인 치유를 얻고 농업은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그분의 능력을 인간의 삶과 창조물의 모든 영역에 부으시는 것을 포함한다. 
5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6Then 
the lame sha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dumb sing. For waters shall burst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7The parched ground shall become a pool…  
(Isa. 35:5-7) 
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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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 35:5-7) 

F. The Lord will cause a highway to Jerusalem to be built (35:8-10).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를 여실 것이다. 
8A highway shall be there …and it shall be called the Highway of Holiness…9No lion shall be 
there, nor shall any ravenous beast go up on it…but the redeemed shall walk there, 10and the 
ransomed of the LORD shall return, and come to Zion with singing, with everlasting joy on their 
heads. They shall obtain joy and gladness, and sorrow and sighing shall flee away. (Isa. 35:8-10) 
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9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 35:8-10)  

1. Highway: A special highway or road will be built to facilitate bringing the Jewish captives 
back to Israel (Isa. 19:23; 35:8; 49:11; 62:10) and serving those on pilgrimage to Jerusalem. 
The prophecy of a highway is unique to Isaiah (Isa. 11:16; 19:23; 35:8; 40:3; 57:14; 62:10). 
대로: 특별한 대로 혹은 길이 만들어질 것인데,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사 19:23; 35:8; 49:11; 62:10),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이들에게 기여할 
것이다. 대로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특별했다 (사 11:16; 19:23; 35:8; 40:3; 57:14; 
62:10).  

2. Return: People who once lived in Jerusalem will return to Zion (Jerusalem). In the seventh 
bowl, an earthquake and 100-pound hailstones will destroy many highways (Rev. 16:18-21). 
돌아오되: 한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지진과 함께 100파운드 가량의 우박이 많은 대로를 파괴할 
것이다 (계 16:18-21).  
2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 
half o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3Then the LORD will…fight against those nations… 
(Zech. 14:2-3)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 
(슥 14:2-3)  

3. This highway may serve different purposes such as facilitating the remnant returning to Israel 
and Gentiles coming to the Feast of Tabernacles in Jerusalem (Zech. 14:16-19). 
이 대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것인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을 지내러 오는 것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슥 14:16-19).  

4. The highway will start in Egypt and will serve as a strategic connection from Egypt to Assyria 
so they both can serve the Lord and His purposes in Jerusalem in an effective way. 
이 대로는 애굽에서 시작될 것이고 애굽와 앗수르 사이의 전략적인 연결 도로로써 기여할 
것이다. 그 길들은 모두 주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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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In that day there will be a highway from Egypt to Assyria, and the Assyrian will come into 
Egypt and the Egyptian into Assyria, and the Egyptians will serve with the Assyrians.    (Isa. 
19:23)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사 19:23)  

5. Highway of Holiness: Only the redeemed people will travel on this highway. The nations that 
would make a pilgrimage to Zion were introduced in 2:2-4. 
거룩한 길: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길로 행할 것이다. 시온으로 순례하는 열방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 2 장 2-3절에서 나왔었다. 
2…and all nations shall flow to it [Jerusalem]. 3Many people shall come and say, “Come, 
and let us go up to…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Isa. 2:2-3) 
2…만방이 그리로 [예루살렘] 모여들 것이라 3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 2:2-3)  

6. Lions: No lions or dangerous animals will be there to threaten one’s safety. 
사자들: 안전을 위협하는 사자나 위험한 동물들은 거기 없을 것이다. 

7. Gladness: The result of God’s salvation is a people forever filled with gladness and joy.  
즐거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진 백성들이다. 
4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or 
sorrow, nor crying. There shall be no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Rev. 21:4)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