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5. 3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욥 2 

Potter’s House 8 The Great Man of God, Job 2 (Job 42:9-10)
窑匠的家 8  伟大的神的子民, 约伯 2 (约伯记42: 9-10)

욥기 42:9-10

마음열기
Ice Breaker

우리는 이 세계의 주권과 내세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상대적인 풍성

함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

택하는 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가운데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세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키워드
Keyword 온전함   Integrity   纯正

소개하기
Introduction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는 길에서 

자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토기장이의 집 8



친해지기
Body

1.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함을 굳게 지키십시오. (욥기1:8, 2:3)

    Maintain your integrity before God to the end.(Job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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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엄청난 재물,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킵니다. 

     (욥기1:2-3, 29:1-4, 8-10, 23-25)

       Though Job has great wealth, power and honor, he maintains his integrity before God. 
       (Job1:2-3, 29:1-4, 8-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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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킵니다. 

      (욥기2:3-10, 23:10, 27:3-5)

       No matter what temptations and hardships come on his way, Job still maintains his    
       integrity before God.(Job2:3-10, 23:10,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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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신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친구들까지도 용서하고 중보기도합니다. (욥기42:7-9)

      Job even forgives friends who judge and condemn him and intercedes for them.
      (Job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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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번영과 부흥의 복을 누리십시오.

    Enjoy the blessings of God’s restoration, prosperity, and revival.
����Տұիظᐤϡᇚߒ䦙ิ䦙ࣳߒϡ䦚����Տұիظᐤϡᇚߒ䦙ิ䦙ࣳߒϡ䦚

2.1. 공동체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욥기42:6, 9-10, 10-11)
      Job receives ‘the blessing of recovery’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s in community 
      are restored.(Job42:6, 9-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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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 하는 자인가요? 상황과 환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동기를 발견하는 자 인가요? 

2.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의 가장 첫번째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만으로 만족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2. 영,육간에 두 배로 누리는 ‘번영의 복’을 받습니다. (욥기42:9, 10-12, 13-15)
       Job receives ‘the double portion of blessing of prosperity’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Job42:9, 10-12, 13-15)
��������ЏྤұիהහϡࢽфރՄϡ䦧ิϡ䦨䦚��ऎᐑ֭���������������������������ЏྤұիהහϡࢽфރՄϡ䦧ิϡ䦨䦚��ऎᐑ֭�������������������

2.3. 다음 세대를 얻게 되는 ‘부흥의 복’을 받습니다. (욥기42:13-17)
       Job receives ‘the blessing of revival,” through which he gets to win the next generation.
       (Job4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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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42:9-10 [ 개역개정 ]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Job42:9-10 [NIV]
9 So Eliphaz the Temanite, Bildad the Shuhite and Zophar the Naamathite did what the 
Lord told them; and the Lord accepted Job’s prayer.
10 After Job had prayed for his friends, the Lord restored his fortunes and gave him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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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于是提幔人以利法、书亚人比勒达、拿玛人琐法照着耶和华所吩咐的去行；耶和华就悦纳约伯。
10 约伯为他的朋友祈祷。耶和华就使约伯从苦境转回，并且耶和华赐给他的比他从前所有
的加倍。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