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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3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40 

13 이사야 40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INTRODUCTION 

서론  

A. The context of this message is probably the Assyrian invasion of Judah around 701 BC. 

이 메시지의 상황은 주전 701년 즈음 유다를 향한 앗수르의 침공 때인 듯 하다. 

B. Outline for Isaiah 40 

이사야 40장의 개요 

40:1-2    The call to comfort Jerusalem 

예루살렘을 위로하라는 초청 

40:3-5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 

40:6-8    The certainty of victory over all enemies 

모든 적들에 대한 승리의 확실성 

40:9-11  The mighty Warrior is a tender Shepherd 

강한 용사는 온유한 목자시다 

40:12-20  The Lord has all power and wisdom 

주님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다 

40:21-26  The Lord has power over all the nations 

주님께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능이 있다 

40:27-31  Practical application: receiving strength 

실질적인 적용: 힘을 얻음 

C. Isaiah 40 has specific application to the time when Judah was fearful related to the Assyrian invasion (Isa. 36-

37), when John the Baptist prepared the way of the Lord, when the body of Christ has faced persecution 
throughout history, and the Antichrist’s assault against Israel and the nations (Rev. 12-13). 

이사야 40장은 유다가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 (사 36-37장),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 

때,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몸이 핍박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의 때 (계 12-13)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담겨있다. 

II. THE CALL TO COMFORT JERUSALEM (ISA. 40:1-2) 

예루살렘을 위로하라는 초청 (사 40:1-2) 

A. The Lord’s messengers are mandated to speak a message of God’s comfort to Jerusalem (40:1-2). 

주님의 메신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위임 받았다. 

1“Comfort, yes,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2“Speak comfort to Jerusalem, and cry out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for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Isa. 40:1-2)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 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사 40:1-2, 킹제임스 흠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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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peak comfort: The Lord commanded His messengers to comfort Jerusalem (40:1). 

위로하면서 말하며: 주님은 그분의 메신저들에게 예루살렘을 위로하라고 명하셨다 (40:1). 

1. There are two groups being addressed in Isaiah 40:1. The Lord commands one group of believers 
(outside of Jerusalem) to give a message of comfort to a group who live in Jerusalem, referred to as “My 

people Jerusalem.” 

이사야 40:1절에서 두 개의 그룹이 언급된다. 주님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믿는 자들 그룹에게 “내 

백성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룹을 위로하라고 명하신다.  

2. One group claims the Lord as “their God,” and the other is called “My people” by the Lord. They are the 

redeemed who are distinct from those living in Jerusalem. They include Gentiles believers speaking an 

end-time message of comfort to Jerusalem. 

한 그룹은 주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고 다른 그룹은 주님으로부터 “나의 백성”이라 불린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는 구분된 구속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방인 믿는 자들을 포함한다. 

C. God called Gentile believers in the ends of the world and in the chief of nations to comfort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열방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이방인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 

11Indeed the LORD has proclaimed to the end of the world: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urely your salvation is coming; behold, His reward is with Him…’” (Isa. 62:11) 
11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사 62:11) 

7Sing with gladness for Jacob, and shout among the chief of the nations; proclaim, give praise, and say, “O 

LORD, save Your people, the remnant of Israel!” …10Hear the word of the LORD,  

O nations, and declare it in the isles afar off, and say, “He who scattered Israel will gather him, and keep 

him as a shepherd does his flock.” (Jer. 31:7-10) 
7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
10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렘 31:7-10) 

D. Jerusalem will receive a double portion of God’s grace (not double punishment) as indicated in 61:7. Jerusalem 

will be praised by all as the joy of the whole earth (Ps. 48:1-2; Isa. 62:7). The Lord can only give double mercy 
to His people because of the justice of God seen in the cross.  

예루살렘은 이사야 61:7절에 나와 있듯이 (갑절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배나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온 땅의 기쁨으로서 세상에서 찬송 받게 될 것이다 (시 48:1-2; 사 62:7).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직 자비를 갑절로 주실 것인데, 이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7Instead of your shame you shall have double honor …they shall rejoice in their portion. Therefore in their 

land they shall possess double; everlasting joy shall be theirs. (Isa. 61:7) 

 
7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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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nd give Him no rest till He establishes…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Isa. 62:7) 
7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7) 

III.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ISA. 40:3-5)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 (사 40:3-5) 

A. The Lord’s messengers will comfort Jerusalem (40:1) and prepare people for the Lord’s coming to the earth 
(40:3-5). John the Baptist prepared people for Jesus’ first coming (Lk. 3). The context here in 40:1-11 is 

focused more on Jesus’ second coming when all the nations see His glory (40:5, 10).  

주님의 메신저들은 예루살렘을 위로할 것이며 (40:1)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40:3-5). 침례 요한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게 했다 (눅 3장). 40장 1-11절의 상황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 (40:5, 10)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3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4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brought low; the crooked 

places shall be made straight and the rough places smooth; 5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Isa. 40:3-5) 
3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 40:3-5) 

B. The command went forth to prepare a highway in the desert because the Lord was coming (40:3-4). 
In the ancient world, a city would build a special road to welcome a visiting king. The desert describes a place 

where there were many rough places and obstacles in building such a highway.  

광야에서 대로를 예비하라는 명령이 전해졌는데 이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40:3-4). 고대에는 행차하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도로가 건설됐다. 광야는 그런 대로를 만들 때 고르지 못한 곳과 장애물이 많은 곳 

등을 묘사한다.  

C. It is called a highway for our God because God will manifest His glory through people who agree with Him 

instead of drawing back in compromise, fear, or offense. The message prepares God’s people to agree with His 

values and plans so they can participate with Him in releasing His glory.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실 것인데, 곧 타협이나 

두려움, 혹은 상처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가치관과 계획들에 동의하도록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일에 그분과 동역할 수 있게 한다.  

D. The command to prepare people spiritually to receive the Lord is applicable at both His first and second 

comings. John the Baptist prepared a “spiritual highway of truth,” calling people to repent and agree with God’s 

values and plan. The Lord’s messengers are to build a spiritual highway. After Jesus returns, a physical 
highway will be built (Isa. 11:16; 19:23; 35:8; 40:3; 57:14; 62:10).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라는 명령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침례 요한은 “진리의 영적 대로”를 준비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계획들에 

동의하도록 외쳤다. 주님의 메신저들은 영적인 대로를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물리적인 대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사 11:16; 19:23; 35:8; 40:3; 57:14;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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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ohn the Baptist modeled the way to prepare a spiritual highway by his message in Luke 3:7-20.  
He emphasized a twofold message—calling people to repent and announcing the coming of Jesus.  

누가복음 3:7-2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로 영적인 대로를 준비하기 위한 길을 보여줬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외치는 것과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1. John called people to repent, or to live in agreement with God’s values— His love, purity, humility, 
generosity, righteousness, etc. (Lk. 3:8-14).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가치관 (그분의 사랑, 정결함, 겸손, 관대함, 의로움 

등)에 동의하며 살라고 외쳤다 (눅 3:8-14).  

8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10The people asked him, saying, “What shall we do?” 
11He answered…, “He who has two tunics, let him give to him who has none…” (Lk. 3:8-11) 
8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

10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눅 3:8-11) 

2. John announced the coming of Jesus including “revival” by the Spirit and God’s judgments.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는데 성령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렸다. 

16One mightier than I is coming…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17…He will thoroughly clean out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Lk. 3:16-17) 
16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눅 3:16-17) 

F. A voice: John told the people that he was “a voice” (Jn. 1:23). He was content to be a voice—not a name seeking 

a reputation. God is raising up those who will be a “voice” and not merely an “echo.”  

소리: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가 “소리” 라고 말했다 (요 1:23). 그는 기꺼이 소리가 되었다 – 명성을 구하지 않는 

명칭이다. 하나님은 단지 “메아리”이 아닌 “소리”가 될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G. Crying out: John the Baptist refused to be silent even when rejected by the leaders of his nation.  

외치는: 침례 요한은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거절 당했을 때 조차도 잠잠치 않았다.   

1. Make straight: It is the Highway of Holiness (35:8). This is the only way that the Lord dwells with His 
people. The Lord’s messengers are to make the message clear by removing the ambiguity instead of 

seeking only to be politically correct. They are to be bold and remove the gray areas. It is a highway of 

purity and a highway of understanding (His ways and plans).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거룩함의 대로다 (35:8).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의 메신저들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은 말을 하려 하기 보다 

모호함을 제거함으로써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담대 해야 하고 어중간한 영역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정결함의 대로이고 (그분의 길과 계획을) 이해하는 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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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There are valleys or low areas in our lives emotionally and spiritually that 

need to be healed and brought up. This includes areas where we have wrong thinking in accepting a low 
view of God and of our spiritual identity. This includes emotional low spots where rejection, condemnation 

and inferiority dominate our heart and mind. The Lord wants us to resist wrong thinking and replace it with 

the truth of who we are in Christ.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되고 다루어져야 할 골짜기 혹은 

낮은 영역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 낮은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거절감, 정죄감,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감정적으로 낮아진 곳을 포함한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로 그곳을 채우기 원하신다. 

3. Every mountain shall be brought low: There are high things or proud things in our thinking and 
emotional life that need to be brought down such as drawing undue attention to ourselves, manipulating 

situations to gain honor, or being defensive in refusing to accept correction.  

산마다 낮아지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높아지거나 교만한 부분들은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상황을 조종하거나, 혹은 교정을 거절하고 방어적이 되는 

감정적인 부분들은 낮아져야 한다. 

4. The crooked places shall be made straight: Crooked places speak of areas where people continue to live 

in compromise, including addictions or various areas of perversion.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구부러진 곳은 지속적으로 타협 가운데 살아가는 영역을 말하는데, 중독 또는 

다양한 모습의 타락한 영역들을 포함한다. 

5. The rough places shall be made smooth: Being in a rough place emotionally is to live in a judgmental, 

critical spirit or with a mean spirit like many of the Pharisees had.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감정적으로 험한 곳에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사나운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H. All flesh shall see God’s glory: All nations will see God’s glory together when Jesus returns (40:5).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40:5). 

IV. THE CERTAINTY OF VICTORY OVER ALL ENEMIES (ISA. 40:6-8) 

모든 적들에 대한 승리의 확실성 (사 40:6-8) 

A. The certainty of victory before the hostile Gentile armies of the earth (40:6-8): Isaiah wanted to know what 
message would prepare the people. Isa. 40:6-31 is a summary of the spiritual diet that John the Baptist was fed 

by God, and it is the message he spoke to others to prepare them. 

이 땅의 이방인 적군들에 대한 승리의 확실성 (40:6-8): 이사야는 어떤 말씀이 백성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지 

알기 원했다. 이사야 40장 6-31절은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먹이신 영적인 식단의 요약이다. 이것이 그가 다른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전했던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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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e voice said, “Cry out!” And he said, “What shall I cry?” “All flesh is grass, and all its loveliness is like 

the flower of the field. 7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ecause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upon it…8The grass withers…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Isa. 40:6-8) 
6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8풀은 

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6-8) 

B. The truth about man: He is unreliable, temporary, and weak (40:6-8). 

사람에 관한 진리: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일시적이며 연약하다 (40:6-8). 

C. The truth about God: He is reliable, eternal, and powerful (40:9-27).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분은 신뢰할 수 있고 영원하시며 강하시다 (40: 9-27). 

V. THE MIGHTY WARRIOR IS A TENDER SHEPHERD (ISA. 40:9-11) 

강한 용사는 온유한 목자시다 (사 40:9-11) 

A. They are to boldly proclaim the coming of Messiah in power (40:9-11). The community of believers in 
Jerusalem will be emboldened by believers outside Jerusalem comforting them (40:1-2). 

그들은 메시아가 권능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40:9-11).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믿는 자들의 위로를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40:1-2).  

9O Zion, you who bring good tidings, get up into the high mountain; O Jerusalem, you who bring good 

tidings, lift up your voice with strength, lift it up, be not afraid; say to the cities of Judah, “Behold your God! 
10…[He] shall come with a strong hand, and…shall rule.” (Isa. 40:9-10) 
9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그분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사 40:9-10)  

B. Jesus warned the people in Jerusalem to flee when they saw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An Antichrist siege 

and attack would soon begin around Jerusalem, reaching into Judah (Zech. 12:2; 14:2).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보면 도망하라고 경고하셨다. 적그리스도가 곧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유다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슥 12:2; 14:2). 

15“Therefore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in the 

holy place…16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Mt. 24:15-16) 
15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 24:15-16)  

 

2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 the houses rifled, and 

the women ravished. Half o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 (Zech. 14:2) 
2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슥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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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reason they are to lift up their voice with strength is because the armies of the Antichrist will be laying 
siege to Jerusalem. There will be a company of believers in Jerusalem telling the region of Judah that Jesus is 

coming, even as the Antichrist is surrounding them with a siege. 

그들이 힘써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포위할 때에도 유다 지역을 향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D. Behold God shall come: They will proclaim the coming of Jesus. This is one of the most descriptive passages 

about what Jesus will do when He returns. Jesus will come as a mighty warrior (40:10) and a tender shepherd 

(40:11)–so strong, yet so tender. We see His tender heart and care for His people.  

보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일을 

행하실 지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된 성경 구절 중 하나다. 예수님은 강한 용사로 (40:10) 그리고 온유한 목자로 

(40:11) 오실 것이다 – 그분은 매우 강하지만 또한 매우 부드러운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온유한 마음과 

백성들을 향한 돌보심을 본다.    

E. Isaiah describes seven expressions of Jesus’ coming with a strong hand (Isa. 40:10-11). 

이사야는 예수님이 강력한 팔로 오실 것에 대해 일곱 가지 표현으로 묘사한다 (사 40:10-11).  

10…the Lord GOD shall come with a strong hand, and His arm shall rule for Him…His reward  

is with Him, and His work before Him. 11He wi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will gather the lambs 

with His arm, and carry them in His bosom, and gently lead those who are with young.  

(Isa. 40:10-11) 
10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40:10-11)  

1. His arm shall rule: He will take over all the governments of the earth (Rev. 11:15).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정부를 대체하실 것이다 (계 11:15).  

2. To reward: He will reward and vindicate His people who have been persecuted as outcasts. 

상급이 있고: 그분은 이 땅에서 버림받고 핍박 받았던 그분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옹호하실 

것이다.   

3. His work is before Him: He will unveil His glorious plans to restore the nations and the earth.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분은 열방과 온 땅을 회복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밝히실 것이다.   

4. He will feed His flock: He will satisfy His people. All personal needs will be met. 

양 떼를 먹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모든 개인적인 필요들도 채워질 것이다.   

5. He will gather the lambs: He will rapture the saints and gather the unsaved remnant of Israel.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그분은 성도들을 휴거 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6. He will carry them in His bosom: He will cherish them as those who are near and dear to His heart. He 
will treat them with great affection and tenderness. 

품에 안으시며: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 가깝고 소중한 이들을 아끼실 것이다. 그들을 큰 애정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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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e will gently lead: Multitudes will travel back to Israel (Isa. 49:9-12; 62:10; Jer. 31:21, 23). He will be 

especially attentive to those with small children.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사 49:9-12; 62:10; 렘 31:21, 23). 그분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실 것이다.  

VI. THE LORD HAS ALL POWER AND WISDOM (ISA. 40:12-20) 

주님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다 (사 40:12-20) 

A. Isaiah describes the vast range of God’s wisdom and power from the vastness of the heavens to intricate details 

in the dust. God is all loving (40:11) all powerful (40:12) and all wise (40:13). 

이사야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능력을 하늘의 광대함에서부터 먼지의 복잡한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40:11) 전능하시며 (40:12) 모든 지혜를 가진 분이시다 

(40:13).    

B. Jesus is so great in power and wisdom that He understands everything, fulfill all of His promises, and perfectly 

administrates justice (40:12-14) in ruling the nations and overcoming all that opposes Him. He can measure the 
oceans and the distances between the stars, measure the dust, and weigh the mountains.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지극히 크셔서 열방을 다스리고 대적들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며 공의로 완벽하게 다스리신다 (40:12-14). 그분은 바다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시고 먼지를 측정하시며 산의 무게를 측정하실 수 있다.    

12Who has measured the waters in the hollow of His hand, measured heaven with a span and calculated the 

dust of the earth in a measure? Weighed the mountains in scales and the hills in a balance? 13Who has 

directed the Spirit of the LORD, or as His counselor has taught Him?  
14With whom did He take counsel, and who instructed Him, and taught Him in the path of justice? Who 

taught Him knowledge, and showed Him the way of understanding? (Isa. 40:12-14) 
12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사 40:12-14) 

C. The Lord has the power to easily overpower all opposition and solve all problems (40:15-17). 

주님은 모든 대적을 손 쉽게 제압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 (40:15-17). 

15Behold, the nations are as a drop in a bucket, and are counted as the small dust on the scales; look, He lifts 

up the isles as a very little thing. 16And Lebanon is not sufficient to burn, nor its beasts sufficient for a burnt 

offering. 17All nations [Antichrist’s empire] before Him are as nothing, and they are counted by Him less 

than nothing and worthless. (Isa. 40:15-17) 
15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 4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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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o force on earth can compare to or prevail against King Jesus (40:18-20). The primary antagonist of Israel in 
the end times will be the Antichrist and his armies that are energized by demonic powers connected with idols 

in the Antichrist’s global worship system (Rev. 9:20). 

이 땅의 어떤 세력도 왕이신 예수님과 비교되거나 그분을 이길 적수가 되지 못한다 (40:18-20).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주요 적대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곧 적그리스도의 전세계적인 숭배 체제에서 우상들과 

연결된 마귀의 힘으로 무장된 군대들이 될 것이다 (계 9:20).   

18To whom then will you liken God? Or what likeness will you compare to Him? (Isa. 40:18) 
18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 40:18)  

VII. THE LORD HAS POWER OVER ALL THE NATIONS (ISA. 40:21-26) 

주님께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능이 있다 (사 40:21-26) 

A. Isaiah gives information that all were familiar with concerning God’s greatness (40:21-24). The Lord sits 

enthroned with power over the whole earth. The “circle” of the earth refers to the heavens (Job 22:14) or to the 

horizon. People are as weak as grasshoppers in their ability to prevail against the Lord. 

이사야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정보를 준다 (40:21-24). 주님은 온 땅 위에 

권능으로  좌정하신다. 땅 위의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거나 (욥 22:14) 수평선을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께 

대항하는 능력은 마치 메뚜기 같이 약할 뿐이다.    

21Have you not known? Have you not heard? Has it not been told you from the beginning?... 
22It is He who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are like grasshoppers… 
23He brings the princes to nothing; He makes the judges of the earth useless. 24Scarcely shall they be planted, 

scarcely shall they be sown, scarcely shall their stock take root in the earth, when He will also blow on them, 

and they will wither. (Isa. 40:21-24) 
21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22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23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사 40:21-24)  

B. He brings princes to nothing: People in position of power as princes and judges can easily intimidate those 

under them, but they are under God’s control. He can easily remove them, or the Assyrians in Isaiah’s day, or 

the Antichrist and his top leaders in the end times. 

귀인들을 폐하시며: 귀인(왕)들과 사사(재판관) 같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위협할 수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이나 이사야 시대의 앗수르인들, 

혹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최고 지도자들도 주님은 쉽게 제하실 수 있다. 

C. Scarcely shall they be planted: The Antichrist shall scarcely be established in power, then Jesus will blow on 

him, and he and his empire will wither—he will only rule for 3½  years. 

그들은 겨우 심기고: 적그리스도는 겨우 권력을 잡을 것인데, 그 후에 예수님의 입김으로 그와 그의 나라는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 단지 3년 반 동안만 다스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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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o force in the heavens can stop God’s plan (40:25-26). Jesus also has authority over the powers in the sky or 
the heavens (Acts 2:19-20). Jesus is more powerful than the heavenly forces that will seem to threaten the very 

existence of life on earth (Rev. 6:12-13; 8:12; 16:8-10, 21). 

하늘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다 (40:25-26). 또한 예수님은 공중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정사보다 높은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위협할 만한 공중의 권세들이나 하늘의 세상 

주관자들보다 더욱 강력한 분이시다 (계 6:12-13; 8:12; 16:8-10, 21).  

25“To whom then will you liken Me, or to whom shall I be equal?” says the Holy One. 26Lift up your eyes on 

high, and see who has created these things, Who brings out their host by number;  

He calls them all by name, by the greatness of His might…not one is missing. (Isa. 40:25-26) 
25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 40:25-26)   

1. Stars: He calls and directs the stars to the places that He assigns them. When Adam named the animals in 

Eden, this implied that he understood them and had power over them. 

별들 (만상): 그분은 별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지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는 아담이 에덴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가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2. Not one is missing: Since the Lord understands and directs trillions of trillions of stars,  

then surely He can take care of His people who are so dear to Him.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님은 수조 억 개의 별들도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너무나도 소중한 백성들을 틀림없이 잘 돌보실 수 있다.  

VIII. PRACTICAL APPLICATION: RECEIVING STRENGTH (ISA. 40:27-31) 

실질적인 적용: 힘을 얻음 (사 40:27-31)   

A. Isaiah teaches God’s people how to respond to the Lord (40:27-31). God’s people need not worry that God has 
forgotten them. Trusting God’s leadership will be a premier issue at the end of the age. Israel’s complaint was 

that their life was “hidden” from God because He seemed to allow injustice to continue. They felt overlooked 

by God in the pressures in their life and the crisis in their nation.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40:27-31).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다”고 불평했는데, 이는 불의가 

계속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압박과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느꼈다.  

27Why do you say, O Jacob…“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and my just claim is passed over by my 

God”? 28Have you not known? Have you not heard?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neither faints nor is weary. His understanding is unsearchable.  

(Isa. 40:27-28) 
27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 4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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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Lord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to the degree that they pursue it His way (40:29-31).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길을 추구하는 만큼 힘을 주신다 (40:29-31).  

29He gives power to the weak, and to those who have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30Even the youths shall 

faint and be weary, and the young men shall utterly fall, 31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 40:29-31) 
29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29-31) 

C. Wait on the Lord: To wait on God is to be preoccupied with engaging with Him and His plan and narrative for 

our life. We wait on God in two ways—by engaging with Him in prayer with faith and by not drawing back into 
passivity and offense when His promises are delayed. Waiting on God is not about just biding time, but is 

engaging actively with God in contending for His promises.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기다린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계획에 연결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 믿음의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과 그분의 약속들이 지연될 때에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위해 싸워나가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D. Summary: The message of comfort that prepares the way of the Lord includes God coming to Jerusalem (40:3), 

manifesting His glory worldwide (40:5), showing His strength in defending them (40:10) and His tender heart 
in caring for them (40:11). The message emphasizes her military conflicts ending, her sin being forgiven, and 

double honor being given to her in the Millennium (40:3). His end-time plans will display His perfect wisdom 

and power (40:12-17) that triumphs over all the hostile armies on earth (40:18-24) and imparts strength to 
prevail to all who wait on Him (40:27-31). 

요약: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위로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 (40:3), 주님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40:5),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힘(40:10)과 그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40:11).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갈등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으며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보상을 갑절로 주실 것 등을 강조한다 (40:3). 그분의 마지막 때 계획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40:12-17),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적군들을 

이기시고 (40:18-24)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할 힘을 부어주실 것이다 (4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