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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욥 1
The Great Man of God, Job 1 
神的伟⼤⼦民，约伯1

욥기  Job 约伯记 42:4-6

토기장이의 집 The Potter’s House 窑匠的家 7 



   만헨리 나우웬이 죽던 날 간행된 비교적 짧은 책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The Inner Voice 
of Lover)에는 신뢰라는 말이 65번 나온다. 몇 군데 예를 들면 이렇다. “매순간 당신은 ‘내가 너를 사랑한
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조직했다’(시 139:13)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방황을 
멈추라. 대신 집에 돌아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라.”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기
쁘게 하는 자였고 남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스스로 만들어 낸 모
든 버팀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신뢰해야 한다.” “근본적 선택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
시며 당신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의 이전 책들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작품에 믿음은 1번, 
신뢰는 65번 나온다. 이 책의 요지는 무엇인가? 성숙을 향한 그리스도인 삶의 길목 어디선가, 믿음은 소
망과 합해져 신뢰로 자란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확신이 피어
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처음 시작하신 일을 지속하고 완성하신다는 확신이다. 헨리 나우웬이 
자신의 죽음을 복된 경험이라 보았을 정도로 그의 삶에서 이 신뢰는 요지부동이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신뢰)하리니”(욥 13:15) 

ICE BREAKER 



INTRODUCTION  

   베드로 사도는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 애매한 고난(구조적 고난), 의로 인한 고난에 속
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고난, 시대와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에서부터 오는 구조적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욥
이 당한 고난은 이 모든 고난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책, 최초의 책, 욥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
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욥기를 통하여 함
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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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Live the rest of your life as a worshiper that pleases God. 

作为受神悦纳的敬拜者⽽活。



1.1. 욥은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욥기 1:1) 
        Job is a worshiper who rejects evil and fears God.(Job1:1) 
       约伯是远离恶事，敬畏神的敬拜者。(约伯记 1:1) 

1.2. 욥은 자녀세대를 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욥기 1:4-5)
       Job is a worshiper, the one worshipping God for the next generation,  
       that pleases God. (Job1:4-5) 
      约伯是为⼦⼥⼀代敬拜神，受神悦纳的敬拜者。(约伯记 1:4-5) 



1.3.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욥기1:8-11, 1:20-22) 
        Job is a worshiper who still worships God, even when he loses everything.   
        (Job1:8-11, 20-22) 
       约伯是即使失去⼀切，也依然敬拜神的敬拜者。(约伯记 1:8-11, 1:20-22) 

1.4.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자입니다. (욥기 42:5-6)
       Job, the one who experienced God of whom he had only heard,  
       is a worshiper who repents before God.(Job42:5-6)         
       约伯是在深度亲历了⻛闻的神之后，在神⾯前懊悔的敬拜者。(约伯记 42:5-6)



WALKING TOGETHER   

   1. 만약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경제적,관계적,건강,진로 등)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켜주시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고, 그 동기가 무엇인
지 발견하는 시간 됩시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
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 실 것입
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는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