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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를 앙망하라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

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

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

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_이사야 40장 27~31절

오늘 본문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

아갈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

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힘의 능력으

로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_사 40:28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 되시며 제한이 없으십니

다.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

람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돕기에 부족함과 제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

입니다. 

2.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_사 40:29

 

사람은 피곤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느헤

미야를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

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어 성전 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한계가 올 때 하나님

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_사 40:31

사람의 힘은 육체적인 힘이며 사용할수록 소진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곤비하

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새 힘이며,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용할수록 더욱 충만해집니다. 기도도 하면 할수록 더욱 충만해집니다. 기도의 

시간은 소비가 아닌 생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승

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