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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9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28-29 
09 이사야 28-29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INTRODUCTION 

서론  

A. Ask the Lord why He wants us to know this information and why He wants us to tell others about it. 
By asking this, we put ourselves in a conversation with Him, thereby positioning ourselves to grow 
in understanding. 
주님께 왜 우리가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라.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하는데 서 자라가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된다.   

B. Isaiah 28-29 addressed the spiritually blind leaders of Jerusalem in his day. He gave three woe 
oracles (28:1-4; 29:1-4; 29:15-16), applicable to the leaders in Jerusalem and the nations today. 
이사야 28-29장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의 영적으로 눈이 먼 지도자들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는 예루살렘과 오늘날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다 (28:1-4; 29:1-4; 29:15-16).    

C. Outline for Isaiah 28-29 
이사야 28-29장의 개요  

28:1-29  Woe #1—Isaiah’s lament over the leaders of Israel and Jerusalem 
                 재앙#1- 이사야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애통  

28:1-4  Woe #1—to the leadership in Ephraim or Israel (the northern kingdom) 
                  재앙#1-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 (북 왕국)의 지도층에게   
28:5-6  The beauty of the Messiah will be revealed in the end times 
                  메시아의 아름다움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다 
28:7-13  The woe to Ephraim is extended to Jerusalem (the southern kingdom) 
                  에브라임을 향한 재앙이 예루살렘 (남 왕국)까지 확장 될 것이다  
28:14-22  The leaders of Jerusalem make a covenant of death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다  
28:23-29  Parable of the farmer: Jerusalem must accept God’s wisdom 
                  농부의 비유: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29:1-16  Woes #2 & #3—God’s judgment of Jerusalem 
                 재앙 #2와 #3-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9:1-4  Woe #2—Jerusalem will be besieged 
                  재앙#2- 예루살렘이 포위 될 것이다 
29:5-8  Jerusalem’s enemies will be destroyed 
                  예루살렘의 적들이 멸망할 것이다 
29:9-14  The blindness of Jerusalem’s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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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눈 먼 상태   
29:15-16  Woe #3—Jerusalem refusing God’s leadership 
                  재앙 #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29:17-24  The restoration and salv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D. Isaiah sought to convince the leaders of Jerusalem not to look to other nations for their national 
protection, but rather to trust the Lord to save them. Isaiah wanted the people in Jerusalem to avoid 
the suffering that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endured at the hands of the Assyrians.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다른 나라들이 국가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대신에 
그들을 구원 하실 주님을 신뢰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북 이스라엘 왕국이 앗수르 사람들 손에 겪었던 고난을 피하길 원했다.  

E. Throughout Isaiah 28-29, the prophecies were fulfilled in part in context to Assyria’s historical 
aggression against Jerusalem, and will be fulfilled in fullness in God’s promise to restore Israel in 
the end times. 
이사야 28-29장에서의 예언들은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침략한 부분과 관련되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성취 
될 것이다.  

1. These prophecies refer to the Assyrian scourge that trampled Judah down (28:18) and the 
Assyrian siege of Jerusalem (29:2-3). 
이 예언들은 앗수르가 유다를 무너뜨렸던 전란 (28:18) 과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 한 것 
(29:2-3) 을 가리킨다.    

2. Isaiah 28:1-13 seems to have been given just before the Assyria invasion of Israel in 721 BC. 
이사야 28장 1-13절은 주전 721년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바로 전에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Isaiah 28:14-29:16 was probably spoken before Sennacherib’s siege of Jerusalem in 701 BC. 
이사야 28장 14절-29장 16절은 아마도 주전 701년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적혀졌을 것이다.  

F. The Lord promised to defeat the Assyrian (29:5; 30:31). The total defeat of the mighty Assyrian 
king and his empire is a type of the Lord defeating the Antichrist as the “end-time Assyrian.” 
주님은 앗수르를 패배시키시기로 약속하셨다 (29:5; 30:31). 강대한 앗수르 왕과 그의 왕국의 
완전한 패배는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의 앗수르” 로서 패배시키시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유형이다.     

II. WOE #1—ISAIAH’S LAMENT OVER THE LEADERS OF ISRAEL & JERUSALEM (28:1-29) 
재앙#1- 이사야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애통 (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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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aiah lamented the sin and coming suffering of the proud leaders of Ephraim (28:1-4). The Lord 
longed for the leadership in Ephraim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to repent of their sin. 
이사야는 에브라임의 그 오만한 지도자들을 향해 다가오는 고통과 (28:1-4) 죄를 애통했다. 주님은 
에브라임(북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층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갈망하셨다.   
1Woe to the crown of pride, to the drunkards of Ephraim, whose glorious beauty is a fading 
flower…2Behold, the Lord has a mighty and strong one [Assyria], like a tempest of hail and a 
destroying storm, like a flood of mighty waters overflowing, who will bring them [Israel] down to 
the earth with His hand. 3The…drunkards of Ephraim, will be trampled underfoot… (Isa. 28:1-3) 
1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앗수르]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이스라엘]을 땅에 던지리니 3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사 28:1-3)  

1. Fading flower: Ephraim had once been admired, but their glory was like a fading flower. 
쇠잔해 가는 꽃: 에브라임은 한 때 칭송 받았으나 그들의 영광은 쇠잔해 가는 꽃 같았다.  

2. Mighty one: The mighty and strong one spoke of the Assyrian king and his military might. 
강한 자: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앗수르 왕과 그의 군사력을 말한다. 

3. His hand: The hand of God used Assyria to defeat Israel (Ephraim). God is the prime mover 
via His leadership over historical events. He works through others who are secondary causes.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은 앗수르를 이스라엘(에브라임)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분의 리더십으로 주되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차적으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4. Trampled: Assyria violently trampled Israel, coming as a terrible hailstorm and flooding rain 
(28:2-3). The Assyrians trampled to the ground the once beautiful flower of Ephraim. 
밟힐 것이라: 앗수르는 파괴하는 우박과 넘치는 물 같이 와서 (28:2-3) 이스라엘을 난폭하게 
짓밟았다. 앗수르인들은 에브라임의 한때 아름다웠던 꽃을 땅에 짓밟았다.   

B. The beauty of the Messiah will be revealed in the end times (28:5-6). Jesus is the glorious crown or 
beautiful diadem of God’s kingdom. Isaiah emphasized the Messiah’s beauty being openly seen in 
the end times (4:2; 28:5; 33:17). Jesus will save the remnant of Israel, establish justice in their 
courts, and help their military withstand the armies of the Antichrist (Zech. 14:1-5). 
메시아의 아름다움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다 (28:5-6). 예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화관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아름다움이 마지막 때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4:2; 28:5; 33:17).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법정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며 그들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슥 
14:1-5).     
5In that day the LORD of hosts [Jesus] will be for a crown of glory and a diadem of beauty to the 
remnant of His people, 6for a spirit of justice to him who sits in judgment [their judges], and for 
strength to those who turn back the battle at the gate [their military]. (Isa.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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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6재판석[그들의 판사들]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그들의 군대]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사 28:5-6)  

III. THE WOE TO EPHRAIM IS EXTENDED TO JERUSALEM (ISA. 28:7-13) 
에브라임을 향한 재앙이 예루살렘까지 확장된다 (사 28:7-13)  

A. The priests and false prophets in Jerusalem were alcoholics, like the leaders in Ephraim (28:7-8).  
Their drunkenness caused them to distort their “visions” and decision-making.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이었다 
(28:7-8). 그들의 술 취함은 그들로 하여금 “환상”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왜곡하게 만들었다.   
7But they also [leaders in Jerusalem] have erred through wine, and through intoxicating drink 
are out of the way… they err in vision, they stumble in judgment. 8For all tables are full of 
vomit… (Isa. 28:7-8) 
7그리하여도 이들은[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사 28:7-8) 

B. They also: The woe against the leaders of Ephraim (28:1-4) was extended to the leaders in 
Jerusalem (28:7, 14) who embraced the same sins. There is debate if verse 7 refers to the rulers in 
Ephraim or Jerusalem. The context of Isaiah 28-29 is God’s word to the leaders in Jerusalem 
(28:14). 
이들 역시도: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을 향한 재앙이 (28:1-4)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까지 번졌다 (28:7, 14). 7절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사야 28-29장의 문맥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28:14).   

C. Isaiah’s audience in Judah agreed that God’s judgment on Israel in 721 BC was proof of the 
consequences of their rebellion. Yet, the leaders of Jerusalem embraced the same sin and pride. 
유다에 있는 이사야의 청중은 주전 721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반항의 결과에 대한 증거임을 동의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똑같은 죄와 교만을 
받아 들였다.  

D. The false prophets mocked Isaiah’s teaching as toddler-level gibberish (28:9-10). 
거짓 선지자들은 이사야의 가르침이 유아 수준의 헛소리라고 조롱했다 (28:9-10).  
9Whom will he teach knowledge? And whom will he make to understand the message? Those just 
weaned from milk? Those just drawn from the breasts? 10For precept must be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Isa. 28:9-10) 
9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사 2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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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drunken leaders mocked Isaiah for the simplicity and repetition with which he presented the 
Lord’s messages. They scoffed at his remarks as Sunday School moralizing, appropriate for infants 
but irrelevant to men who understand the art of politics. They accused Isaiah of speaking to them 
like children by advocating trust in God not in foreign alliances. —Constable. 
술취한 지도자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단순성과 반복성으로 전한 이사야를 조롱했다. 그들은 
이사야의 발언을 유아에게는 적합한 주일 학교 훈계 같고 정치의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없다며 비웃었다. 그들은 이사야가 외국 동맹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지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소리라며 비난했다. – 콘스타블    

F. Isaiah used the very words of Jerusalem’s leaders to warn them about an Assyrian invasion of their 
land (28:11-12). If they refused to receive God’s prophetic words, saying they were too simple, 
sounding like the babbling of “stammering lips,” then He would teach them by foreign oppressors 
with stammering lips (speaking in a foreign language). He would continue to teach them “a little 
here and a little there,” but this time through the trials of captivity.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앗수르가 그들의 땅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28:11-12).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  “더듬는 
입술”의 주절거리는 소리라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은 외국의 압제자들의 더듬는 
입술(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시지만 이번에는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 가르치실 것이다.   
11For with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He will speak to this people, 12to whom He said, 
“This is the rest with which you may cause the weary to rest”…yet they would not hear. 13But the 
word of the LORD was to them, “Precept upon precept…line upon line, here a little, there a little,” 
that they might…be broken and snared [captivity] and caught. (Isa. 28:9-13) 
11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포로] 붙잡히게 하시리라 (사 28:9-13)  

G. Caught: Sennacherib claimed to have taken 200,000 captives from Judah in 701 BC. 
붙잡히다: 산헤립은 주전 701년에 유다로부터 200,000명의 포로들을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H. To rest: God had promised Israel “rest” in the land of Israel if they lived faithful to His covenant. 
안식: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이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게 산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 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었다.  

IV. THE LEADERS OF JERUSALEM MAKE A COVENANT OF DEATH (ISA. 28:14-22)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다 (사 2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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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ulers in Jerusalem made a covenant of death (28:14-15). This was a political covenant or treaty 
with a nation—either with Egypt to help protect them from Assyria (Isa. 30:1-3) or directly with the 
Assyrians to “buy” protection. There is no record of Jerusalem making a covenant with Assyria.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28:14-15). 이것은 어떤 한 나라와의 정치적인 
언약이나 조약이었다 – 그들을 앗수르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애굽에 도움을 구했거나(사 30:1-3) 
또는 직접적으로 앗수르인들로부터 보호를 “구매”했거나 둘 중 하나. 예루살렘이 앗수르와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은 없다.    
14Therefore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scornful men, who rule…in Jerusalem, 15because 
you have said, “We have made a covenant with death, and with Sheol [hell] we are in agreement.  
When the overflowing scourge [of the Antichrist] passes through, it will not come to us…” 
16“Behold, I lay in Zion a stone for a foundation, a tried stone, a precious cornerstone, a sure 
foundation; whoever believes will not act hastily. 17Also…the hail will sweep away the refuge of 
lies, and the waters will overflow the hiding place. 18Your covenant with death will be annulled, 
and your agreement with Sheol will not stand; when the overflowing scourge passes through, 
then you will be trampled down by it. 19As often as it goes out it will take you; for morning by 
morning it will pass over…it will be a terror just to understand the report.” (Isa. 28:14-19) 
14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지옥]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적그리스도의]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16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9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사 28:14-19)  

B. Isaiah sarcastically told them that their covenant was a covenant with death since it would result in 
many people dying. Israel had already made a covenant with the Lord for protection (Ex. 19). 
이사야는 그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음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풍자적으로 얘기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보호를 위해 주님과 언약을 맺었었다 (출 19).   

C. I lay in Zion a stone: Israel’s safety is not found in political alliances, but in Messiah. God 
promised to lay a firm foundation in Jerusalem that they could build on and find protection in. Jesus 
is the tested and proven rock of safety who never fails. (Ps. 118:22; Zech. 3:9; 10:4; Mt. 21:42; Mk. 
12:10; Lk. 20:17; Acts 4:11; Rom. 9:33; 10:11; Eph. 2:20; 1 Pet. 2:6).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스라엘의 안전은 정치적 동맹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고 보호를 찾을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예루살렘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시험 되고 증명된 
반석이시다(시 118:22; 슥 3:9; 10:4; 마. 21:42; 막 12:10; 눅 20:17; 행 4:11; 롬 9:33; 10:11; 엡 2:20; 
벧전 2:6).  

D. A cornerstone: This most important stone bears the weight and holds the whole building together.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이 돌은 무개를 지탱하고 건물 전체를 함께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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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t act hastily: Those who trust God need not act in hastily in fear and panic.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로 다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F. The context of Isaiah 28 is eschatological. The three chapters preceding Isaiah 28 speak of the end 
times. The verses following 28:18 are eschatological, describing God’s purposes on the whole earth 
(28:22).  
이사야 28장의 문맥은 종말론적이다. 이사야 28장 앞의 세 장은 마지막 때에 관해 얘기한다. 
28장 18절 다음의 절들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묘사하며 종말론적이다(28:22).  

G. Between Isaiah’s two references to the “covenant with death” (28:15, 18) is the promise of Jesus 
coming as the foundation stone in Zion (28:16). This suggests that the activity associated with the 
“covenant of death” might occur both before (28:15) and after (28:18) Jesus’ first coming as the 
stone laid in Zion. 
이사야의 “사망과의 언약” 에 (28:15, 18) 대한 두 가지 언급의 사이에는 시온의 견고한 기초 
돌로서 (28:16)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있다. 이것은 “사망과의 언약”과 관련된 일이 시온의 
돌로서 예수님의 초림 전(28:15)뿐만 아니라 후(28:18)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ISRAEL WILL MAKE A COVENANT WITH THE ANTICHRIST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A. Gabriel spoke to Daniel about the final 7 years of this age before the Messiah would come to rule 
the world from Jerusalem (Dan. 9:24-27). Gabriel spoke of these seven years as a week. Israel 
referred to a week as being comprised of years (7 years) as well as a week of days (7 days).  
This final seven-year period just before Jesus’ return is often referred to as “Daniel’s 70th week.” 
가브리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리기 전 이 시대의 마지막 7년에 대해 
다니엘에게 말했다(단 9:24-27). 가브리엘은 이 7년을 한 주 (이레)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을 7일로 구성된 한 주 뿐만 아니라 일곱 해로 구성된 7 년으로 언급했다.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7년의 기간은 대체로 “다니엘의 70 이레”로 언급된다.    
27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with many for one week [7 years];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he [Antichrist]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thus, breaking the covenant] … (Dan. 
9:27) 27그가 [적 그리스도]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7년]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적 그리스도]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언약을 파기함]… 
(단 9:27) 

B. Israel’s leaders will make a covenant with the Antichrist referred to as “a covenant with death” that 
will result in them giving their authority to him seven years before Jesus’ coming (Isa. 28:14-18; 
Ezek. 38:8-12; Dan. 9:27; 11:45; 14; 39:26; Zech. 11:16; Lk. 19:11-28; Jn. 5:43; 1 Thes. 5:3).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7 년 전에 그들의 권위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 올 “사망과의 언약” 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사 28:14-18; 겔 38:8-
12; 단 9:27; 11:45; 14; 39:26; 슥 11:16; 눅 19:11-28; 요 5:43; 살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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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Great Tribulation starts with the Antichrist establishing a peace treaty (for 7 years in duration). 
It results in a counterfeit peace that lasts 3½ years (the first half of the final 7 years), then suddenly 
the Antichrist will break the treaty, resulting in the termination of Israel’s sacrifices in the temple. 
대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을 때부터 시작된다 (7년 동안). 이것은 3년 반 (7년 
기간의 처음 3년반 ) 동안 지속되는 거짓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갑자기 적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를 멈추게 하며 조약을 파기할 것이다. 
3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Great Tribulation]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 5:3) 
3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대 환난]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D. The Antichrist will use this covenant to get a stronghold in the land of Israel. He will plant part of 
his headquarters in Israel. The “glorious holy mountain” is in Jerusalem (the site of the temple).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중심지를 취하려고 이 언약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그들의 활동의 중심지의 일부분을 세울 것이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한다 
(성전 자리).  
45And he [Antichrist] shall plant the tents of his palace between the seas [Mediterranean Sea and 
the Dead Sea] and the glorious holy mountain [Jerusalem]… (Dan. 11:45) 
45그가 [적 그리스도] 장막 궁전을 바다와 [지중해와 사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사이에 
세울 것이나… (단 11:45) 

E. Israel will have a short season of peace until they are attacked by the Antichrist (Ezek. 38:8-12). 
The man who brought them peace is the one who will invade them with foreign armies. Israel’s 
time of peace and safety is seen at this time in that they have no walls for military security in place.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로부터 공격 받기 전까지 잠깐 동안 평화로운 시즌을 가질 것이다(겔 38:8-
12). 그들에게 평안을 준 사람은 이방 군대와 함께 그들에게 침입할 자이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의 시간은 군사 보안을 위한 성벽이 없다는 것에서 보여진다. 
8In the latter years you [Antichrist] will come into the land of those…gathered from many people 
on the mountains of Israel…brought out of the nations, and now all of them dwell safely. 9You 
will ascend, coming like a storm…you and all your troops and many peoples with you…you will 
make an evil plan: 11you will say, “I will go up against a land of unwalled villages; I will go to a 
peaceful people, who dwell safely… 12to stretch out your hand against [Israel]…” (Ezek. 38:8-12) 
8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적그리스도] …그 땅…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9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 같이 이르고… 11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 가리라 
성벽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 네 손을 들어서 백성[이스라엘] 
을 치고자 할 때에 (겔 38:8-12) 

VI. THE LORD’S UNUSUAL ACT (28:21-22) 
주님의 기이한 사역 (2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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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Lord will arise to do an awesome work and an unusual act (28:21-22).  
주님은 비상한 일과 기이한 사역을 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28:21-22). 
21For the LORD will rise up as at Mount Perazim; He will be angry as in the Valley of Gibeon— 
that He may do His work, His awesome work, and bring to pass His act, His unusual act.  
22Now therefore, do not be mockers, lest your bonds be made strong; for I have heard from  
the Lord GOD of hosts a destruction determined even upon the whole earth. (Isa. 28:21-22) 
21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22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사 28:21-22) 

1. Mount Perazim: The Philistines attacked David and Israel’s army at Mount Perazim.  
God released a sudden, total breakthrough for David (2 Sam. 5:17-20). 
브라심 산: 블레셋인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브라심산에서 공격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갑작스럽고 완전한 돌파를 주셨다(삼하 5:17-20).  

2. Valley of Gibeon: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by God’s help at the Valley of Gibeon  
(1 Chr. 14:13-16). In the Valley of Gibeon, God sent hailstones to help Joshua defeat an 
Amorite alliance of nations (Josh. 10:10). 
기브온 골짜기: 다윗은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인들을 무찔렀다 
(대상 14:13-16).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동맹을 무찌르는 
것을 돕기 위해 우박을 보내셨다 (수 10:10).    

3. Unusual act: He would come against His own people, scattering them to a distant land in 
captivity. The work of judgment is called “unusual” or “strange” since He delights to deliver 
His people. Defeating the Israelites was unusual for the Lord because He customarily 
defended them. This disciplining of His own people by the sword of foreigners was strange 
act to God (Hab. 1:5). 
기이한 사역: 하나님은 그분 소유의 백성들을 포로로 먼 땅으로 흩음으로 그들을 맞서 오실 
것이다. 심판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이하다” 거나 “이상하다”고 불려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기이한 것이었다. 그분의 소유의 백성을 
이방인들의 칼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이한 사역이었다(합 1:5). 
5“Look among the nations and watch—be utterly astounded! For I will work a work in 
your days which you would not believe, though it were told you. 6For indeed I am raising 
up the Chaldeans [Babylonians], a bitter and hasty nation…” (Hab. 1:5-6) 
5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사람] 일으켰나니 (합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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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parable of the farmer exhorting Jerusalem to accept God’s wisdom (28:23-29): Isaiah described 
a farmer who accepts God’s instructions in farming (28:26, 29) instead of rejecting them like the 
leaders of Ephraim and Judah did. The farmer’s response illustrates that God teaches people how to 
live (28:26) and gives people wonderful counsel (28:29). He advises them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farmer who receives wise instruction and not trust political alliances with Egypt or Assyria.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길 권고하는 농부의 비유 (28:23-29): 이사야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지도자들 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28:26,29) 한 농부를 묘사했다. 그 농부의 반응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가르치시고 (28:26) 기묘한 조언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28:29) 
보여준다.  그는 그들에게 지혜로운 지시를 받아들이고 이집트 나 앗수르와의 정치적 동맹을 
신뢰하지 않는 농부의 모범을 따르라고 충고하신다.  

VII. GOD’S JUDGMENT OF JERUSALEM (ISA. 29:1-16)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 29:1-16) 

A. In this second woe, Isaiah predicts a siege of Jerusalem (29:1-14). Here, Isaiah continued the theme 
of God’s judgment on Jerusalem from 28:17-22. Both the Lord (29:2-3) and an enemy nation (29:7-
8) will encamp around Jerusalem. Then God will suddenly destroy Jerusalem’s enemies (29:5).  
God will do astonishing things against His people (29:1-3), but also against their enemies (29:5-7). 
이 두 번째 재앙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라 예언한다 (29:1-14). 이사야는 28장 17-
22절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뤘다. 주님 (29:2-3)과 적국 (29:7-
8) 둘 다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의 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29:5).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29:1-3) 그분 
백성의 적들을 대적하여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29:5-7).  
1“Woe to Ariel, to Ariel, the city where David dwelt!... 2Yet I will distress Ariel; there shall be 
heaviness and sorrow…3I will encamp against you all around, I will lay siege against you with a 
mound…4You shall be brought down…and your speech shall whisper out of the dust.”             
(Isa. 29:1-4) 
1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2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3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사 29:1-4) 

B. Isaiah spoke this woe oracle to Ariel, referring to Jerusalem (29:1) and Mount Zion (29:8). The 
Hebrew word Ariel means the Lion of God or the altar where sacrifices were burned (Ezek. 43:16). 
Jerusalem was prophetically called Ariel since she would become like the altar—a scene of burning. 
This went against their “Zion theology” which presumed that God would never destroy Jerusalem. 
이사야는 예루살렘 (29:1) 과 시온 산 (29:8) 을 언급하면서 아리엘에게 있을 재앙의 예언을 
선포한다. 히브리 단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희생 제물이 태워 졌던 제단을 의미한다 (겔 
43:16). 예루살렘은 불타는 장면인 제단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언 적으로 아리엘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을 파괴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온 신학”을 
거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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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erusalem’s enemies will be destroyed in an instant (29:5-8). The sudden destruction of Jerusalem’s 
enemies occurred “in an instant” (29:5) and was fulfilled when God killed 185,000 Assyrian troops 
in one night (37:36) in 701 BC. God will gather all nations to fight Jerusalem. Afterwards, He will 
destroy those nations whom He used to discipline Israel (Joel 3:2, 12; Zech. 12:3; 14:2, Rev. 16:14). 
예루살렘의 적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29:5-8). 예루살렘 적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순식간” (29:5) 에 일어났고 주전 701년에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185,000명의 앗수르 병사들을 
죽이셨을 때 성취되었다. 그 후에, 그분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욜 3:2, 12; 슥 12:3; 14:2, 계 16:14). 
5Moreover the multitude of your foes [enemies] shall be like fine dust, and the multitude of the 
terrible ones like chaff that passes away; yes, it shall be in an instant, suddenly. 6You will be 
punished by the LORD of hosts with thunder and earthquake and great noise, with storm and 
tempest and the flame of devouring fire. 7The multitude of all the nations who fight against Ariel, 
even all who fight against her…shall be as…8when a hungry man dreams…and his soul is still 
empty…so the multitude of all the nations…who fight against Mount Zion. (Isa. 29:5-8) 
5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쳐서…되리니 8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29:5-8) 

D. Isaiah addressed the spiritual blindness of Jerusalem’s leaders (29:9-14). 
이사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먼 것을 다루었다 (29:9-14). 

E. Woe #3—Jerusalem refused God’s leadership (29:15-16). They determined to hide from God.  
Isaiah laments that the leaders of Jerusalem make plans that they think God does not see. They 
make their plans in the dark without consulting God who is sovereign over all the nations. 
재앙 #3-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했다 (29:15-16).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숨기로 
결심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 애통한다. 그들은 온 열방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그들의 계획을 세운다. 
15Woe to those who seek deep to hide their counsel far from the LORD…they say, “Who sees us?” 
and, “Who knows us?” 16Surely you have things turned around! (Isa. 29:15-16) 
15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16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사 29:15-16) 

F. The restoration and salvation of Israel (Isa. 29:17-24). Jacob, or Jerusalem and all Israel, will one 
day trust, love, and fear the Lord in the overflow of seeing His great goodness.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사 29:17-24). 야곱, 즉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주님의 
위대하신 선하심을 넘쳐나게 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두려워 할 것이다. 
18In that day the deaf shall hear…and the eyes of the blind shall see…19The humble also shall 
increase their joy in the LORD…20For the terrible one is brought to nothing…22Jacob shall not 
now be ashamed… 23but when he sees his children, the work of My hands, in his midst, the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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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ow My name, and hallow the Holy One of Jacob, and fear the God of Israel. (Isa. 29:18-24) 
18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20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22…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23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사 29:1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