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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탄 제 2 강

말씀 / 이사야 9:1-7

요절 /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1. 옛적에는 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1a; 왕하15:27-29)? 그

러나 후에는 그 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1b-2; 마4:12-13)? ‘큰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마

4:14-17)?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

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왕하15:27  유다의 왕 아사랴 제오십이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

십 년간 다스리며  

2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욘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

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더라  

마4: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2. 주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 주시며, 이때 그들의 즐거움이 어떠합니까(3)? 그들이 이런 즐거움을 누

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4,5)?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

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

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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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6a)? ‘한 아기’, ‘한 아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6b; 마1:21)?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까?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

라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4. 그의 통치권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7a)? 그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 나라는 무엇으로 보존됩

니까(7b)?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 생각해보시오(7c).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