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과 포도원비유
이사야5:1-30

이사야5장에서 이사야는 포도원비유를 설파한다.
1-4장까지의 예언에 대해 결론을 짓는 내용으로 구성된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한 주인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깊이 파고, 돌들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모종을 심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거름
을 주고 물을 주며 포도나무를 가꾼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원두막을 세우고
포도를 따서 저장할 장소와 포도즙을 짤 틀까지 준비한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무슨 일인지 들포도만 맺는다. 이에 주인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찜됨인고--”라고 하며 마침내 울타리를 걷고 망대를 치워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방치한다.

1 .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한다.
7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유다에게 기대하신 정의(히:미쉬
파트)와 공의(히:체다카)라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 지 묵상해보자.
※정의와 공의는 모두 재판에 관련된 단어로 미쉬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
하며, 체다카는 재판에서 의롭다고 판정받는 것을 말한다.

2 . 하나님은 하늘법정에서 재판을 열어 유다가 열매 없는 이유를 찾는다.
하나님은 이 재판에서 유다에 공의의 열매가 없는 것이 유다의 죄 때문임을
아시고, ‘호이’라고 하는 여섯 번의 탄식을 발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언약
파기죄를 고발하시며 심판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호이’를 ‘화 있을 진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본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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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죽음을 애도할 때 쏟아내는 ’아이고‘에 해당한다.

3 . 8절-10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탄식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 지 살펴보자.

A.유다가 범한 죄

B.유다가 받게 될 심판

4 . 다음 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6번 탄식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
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정리해보자.

유다의 죄
첫 번째 탄식(8-10)
두 번째 탄식(11-17)
세 번째 탄식(18-19)
네 번째 탄식(20)
다섯 번째 탄식(21)
여섯 번째 탄식(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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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심판

5. 언약법정에서 유다가 언약파기죄를 범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하나님
께서는 유다가 범한 죄를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여섯 번이나 “호이”(화 있을진저)를
외치시며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유다는 날리는 꽃잎같이 불타는
그루터기 같이 비참한 존재가 된다.(25절) 그리고 결국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
완전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는 심판을 선고하시기에 이른다.
26절-30절을 읽고 유다가 맞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지 묵상해보자.

6 .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참하다. 무너지고, 죽고, 잡혀가고, 그런
후에 십분의 일이 남아 있을 지라도 그것마저 베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으로 유다를 파멸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유다의 부정함을 제거한 후 남은자들을 통해 다시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
이사야 6:13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찾으시는
남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지 묵상하며 오늘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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