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년1독 성경읽기 (2021. 2. 10)

- 31 -

< 범위 : 이사야 10장 ~ 이사야 32장> 이름:
이사야 10장 ~ 이사야 32장
10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

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

가 소멸되며
11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2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13 보라 여호와의 날

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4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
15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

을 주시는 날에

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16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

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

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1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1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19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

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

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21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에 기름을 바를지어

다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

라
23 다시스

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24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
을 깨뜨렸음이라
25 사망

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6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27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28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

실 것이라
29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30 크게 살륙하는 날
31 애굽은 사람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32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