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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묵상: 잠언 10:1-32 

본문: 이사야 40:28-31 

제목: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신 새 힘 

     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야이시며 

왕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던 

동망의 현자들(박사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믿음 안에 있었던 능력으로 이 년이나 

걸리는 여정을 달려와서 마침내 두 살 정도 

자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안에 

어떤 힘이 역사하였을까? 주님을 

앙망하였기에 독수리같은 힘을 받아 달려도 

피곤치 않았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치 않았던 

것이다(마 2:1-12) 

 

     시므온은 늙은 나이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야, 즉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받았다.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자기 두 팔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였으며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떠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였다 (눅 2:25-30). 

 

     여선지 안나는 칠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지 약 팔십사 년을 

살았지만  구십이 넘은 나이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녀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았던 것은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을 구속할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눅 2:36-38).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나이를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대답을 하고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히리라.”(28,31절)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바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나이를 초월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다윗 왕도 이 사실을 깨닫고 증거햇다: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시 

31:24) 

 

     스테판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으며,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과 함께 잠들었다. 그 역시 주를 앙망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받았던 

것이다 (행 7:55-60). 

 

     그리스도의 날을 앙망하던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전도하던 중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내버렸을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살아나 

즉시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 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면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행 14:19-22). 피투성이가 된 

그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까? 역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새 

힘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이 나타났던 

것이다 (행 16:23-25). 

 

     사도 바울은 이같은 능력의 원천에 

대하여 증거했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입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이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고후 5:2,4,5) 

.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 능력에 대하여 또 한 번 

증거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엡 

1:19,20) 

 

     그렇다! 본문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는 능력으로 인해 

받은 새힘, 즉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리신 부활의 능력인 것이다. 

이것은 썩을 몸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결코 

아니며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늘과 땅을 회복하실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11:25,26) 이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만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다. 마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마치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행 2:13)고 유대인들이 조롱한 

것처럼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능력에 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증거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다시 말해서 마지막 믿음의 보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날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실상이 되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핍박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은 통하여 그리스도의 

날과 교회들의 배교와 멸망의 아들의 

나타남과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휴거)에 대하여 계시하셨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욱 확실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을 

앙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날을 앙망함으로 인한 영적인 

능력으로 독수리같은 새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살후 2:1-12, 살전 4:16-18)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을 앙망하는 삶으로 바꾸어 

능력있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의 삶을 

누리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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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10:1-32 

Main scripture: Isaiah 40:28-31 

Subject: The new power that is given to the 

bride of Christ that waits upon the Lord 

 

      The wise men had waited upon the 

Messiah of Israel; King Jesus searching the 

stars had continued the journey for two years 

to see Jesus, about two years old finally. What 

kind of power might make it possible within 

them? They must have been waiting upon the 

Lord; therefore they were not weary; and they 

walked, and not faint (Matt. 2:1-12) 

 

     Simeon had waited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that is the Messiah of Israel that is the 

King. Then the Holy Ghost was upon him. 

And it was revealed unto him by the Holy 

Ghost he sh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Finally he took Jesus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Lord, now let thou thy servant depart in peace 

in his prayer. He also confessed, mine eyes 

have seen thy salvation (Luke 2:25-30). 

 

     Anna, prophetess  had lived with an 

husband seven years from her virginity; she 

was a widow of about fourscore and four years, 

which departed not from the temple, but 

served God with fasting and prayers day and 

night even though she was more that ninety 

years old. She also was not weary nor faint in 

her oldness, for she also had waited for the 

Messiah that redeem Jerusalem as Simeon 

(Like 2:36-38). 

 

     What kind of power beyond age was in 

them that waited upon the Lord? The LORD 

God gives us answer in the main passage: 

“Hast thou not known? hast thou not heard, 

that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faintest not, 

neither is weary? there is no searching of 

his understanding….  31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as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and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 40:28,31) 

Yes! The Lord gives the spiritual power 

through the Holy Ghost. In other word, even 

today, same kind of spiritual power beyond 

age is given unto them that preach the gospel 

waiting upon the coming of the Lord. King 

David also testified understanding this truth: 

“Be of good courage, and he shall 

strengthen your heart, all ye that hope in 

the LORD.”(Ps. 31:24) 

 

     When deacon, Stephen, being full of the 

Holy Ghost, looked up steadfastly into heaven, 

and saw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Even in the midst of his 

dying, he knelt down, and cried with a loud 

voice, “Lord,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He also must have received the new 

power in faith of waiting upon the Lord 

through the Holy Ghost (Acts 7:55-60). 

 

     Apostle Paul, also waiting upon the Lord, 

was stone to death in Lystra in the midst of 

preaching the gospel; and he was drawn out of 

the city, supposing he had been dead. 

However, as the disciples stood round about 

him, he rose up, and came into the city. He 

confirmed the souls of the disciples, and 

exhort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rather encouraged them, they must through 

much tribulation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Acts 14:19-22). He must be bloody on 

his whole body with many pains on him. Then 

what made him to continue his ministry in the 

city? It must be the same power through the 



Holy Ghost. And when Apostle Paul was put 

into the prison with Silas in the bloody body, 

they prayed and prayed at midnight with the 

same supernatural power through the Holy 

Ghost (Acts 16:23-25).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source of such 

kind of supernatural power: 

“For in this we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clothed upon with our house which is 

from heaven:…    4For we that are in this 

tabernacle do groan, being burdened: not 

for that we would be unclothed, but clothed 

upon, that mortality might be swallowed up 

of life. Now he that hath wrought us for the 

selfsame thing is God, who also hath given 

unto us the earnest of the Spirit. “(2Cor. 

5:2,4,5)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supernatural 

power once again to the saints of the 

Ephesians church: 

“And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 us-ward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Which he 

wrough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Eph. 1:19,20) 

 

     Yes! What the supernatural power is of not 

weary and not faint as the eagle mounting up 

with wings given unto them that wait upon the 

Lord? It is the power of resurrection that 

worked in Christ to raise him from the dead. 

This power is not the one from the corruptible 

body at all. Waiting upon the Lord Jesus 

Christ that shall restore the heaven and the 

earth, we can experience the power of 

resurrection of Christ as Jesus said, even in the 

corruptible bode believing , even we were 

dead, yet shall we live, and we never die (John 

11:25,26). Such kind of spiritual and 

supernatural power is given unto the Bride of 

Christ that waits upon the appearing of Christ 

by faith. As Jews mocked the saints that 

received the Holy Ghost saying, “These men 

are full of new wine.”(Acts 2:13), carnal 

Christians also mock the bride of Christ full of 

the Holy Ghost in the same way even 

nowadays.  

 

     Apostle John testified of this power as the 

power that overcomes the world: 

“For whatsoever is born of God overcometh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th the world, even our faith. Who 

is he that overcometh the world, but he that 

believeth that Jesus is the Son of 

God?”(1John 5:4,5)  

 

     In other word, whosoever has the final 

fortress of the faith on his coming when Christ 

comes to restore all things can overcome any 

tribulation making the day of Christ as 

substance exercising the power of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The Holy Ghost revealed through Apostle 

Paul unto the church of Thessalonica of the 

falling away of the church of God, the son of 

perdition, and the resurrection (Rapture) of the 

saints in the day of Christ. Therefore they 

could wait upon the day of Christ in much 

confidence. Even though Christ didn’t come 

while they were alive, they could live with the 

new power as the eagle coming from waiting 

upon the Lord (2Thes. 2:1-12, 1Thes. 4:16-18) 

 

     What is our hope for living? What about 

converting our life waiting upon the Lord to 

live in the power of resurrection, if we had not 

done yet?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