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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주간입니다. 나에게 2022년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랍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 지난 한 해,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와 가장 기뻤던 것 두 가지를 이야기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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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주께 가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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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다시 날아 오르라 (이사야 40장 27~31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아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40:3-4)
예루살렘은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 침공으로 다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
들에게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쳤습니까? 비전과 열정이 식었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이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   박질하여도 곤비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40:31)

❚ 첫 번째로, 하나님을 (  바라보아야  ) 합니다.
인생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내 어려운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1) 희망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 힘이 ) 생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 새 힘을 얻으리니 )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40:31)
하나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2) 희망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 피곤하지 ) 않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사40:29-31)
사람을 바라보면 다 다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다 실망을 하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
보면 지치지 않습니다. 

❚ 두 번째로, 성령님을 ( 의지해야 )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날아오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절)

     1부 ⇨  1장~39장 : 바벨론으로 포로 예언 (하나님의 심판)   
     2부 ⇨ 40장~66장 : 이스라엘로 귀환 예언 (하나님의 은혜)

 【 이사야서 66장 구조 】



 2. 적용
    1) 지금 내 앞에 가장 힘든 일과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한 해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과 각오,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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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리더세미나’(6주간), ‘임직자교육’(8주간) _ 배우고 익히며 섬김의 본이 되게끔 은혜를 허락하소서.

2.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준비’에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3. ‘성도들 가정과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