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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서 개요 
1. 저자, 시기: 이사야서 1 장 1 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가 적은 책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에 본 이상을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는 주전 740 년 에서 680 년 사이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사야서 40-66 장의 내용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관한 것이고 

문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후반부의 저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사야서의 일관된 주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일관되게 인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전체 이사야서를 적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40-66 장의 

내용이 미래의 일들을 적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2.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 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 당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무렵에 남왕국 유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스르는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경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 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야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심판, 구원 그리고 메시야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오실 메시야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3. 이사야서의 구성: 이사야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ㄱ. 1 장 – 39 장: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주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격식을 차리지만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부패한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고 행동을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ㄴ. 40 장-66 장: 이 부분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40-55 장: 남왕국 멸망후에 포로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2. 56-66 장: 메시야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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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내용들:  

a.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인상적인 구절들이 6 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대목인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스랍들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비되는 자신을 깨닫는 이사야의 고백,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주시고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b.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것인데 이사야서는 

1 장을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주목할 것은 1 장 11 절부터 

말씀하시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은 바치지만 

정결하지 않은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계십니다. 

c. 이사야서에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날’ 의 의미는 앞 뒤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d. 이사야서는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42 장은 

제목부터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40 장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고, 44 장 28 절에서 45 장 4 절에서는 바빌론의 고레스 왕을 주님이 

선택하신 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받는 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49 장 1-

9 절, 50 장 4 절 – 9 절, 52 장 13 절 – 53 장 12 절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e. 앞선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들은 메시야에 대한 희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그리 밝지 않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야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당시 백성들에게 밝은 소망을 주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f. 이사야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5 장 1-7 절의 포도원 노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목이고, 9 장 6-7 절은 예수님의 존칭으로 익숙한 구절이며 61 장 1-

2 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직접 읽은 구절로 익숙한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