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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이 증거하는 욥의 모습은 어떠한가? (1장)
#

욥의 고난을 불러 일으킨 자는 누구인가?

#

욥이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극한 고난 중의 욥의 고백을 1:21-22 을 써보라.

2. 사단은 두번째 욥을 공격한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한계를 무엇으로 정하시는가? (2장)
#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는?

#

욥의 아내는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욥의 고난을 듣고 온 친구들의 이름은?

3. 욥이 극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저주하는가? (3장)
4.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하는가? (4장)
5. 엘리바스는 욥이 부르짖어도 응답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
(5장)
6.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은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한다. 그의 대답인 6:10을 써보자.
7. 욥의 병은 매우 정도가 깊었다. 7:5을 기록하자.

8. 수아 사람 빌랏은 욥을 책망한다. 그의 주장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욥의 고통이 죄 때문
이라는 주장이었다. 수아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8장)
9. 욥은 고난 중에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9:33을 써보라.
10.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11. 소아는 어떻게 하면 흠 없는 얼굴을 들게되고 굳게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없겠다고 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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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욥은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찬성하지 않는다. 욥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누구에게 있는가? (12장)
13. 욥은 하나님을 굳게 확신한다. 친구들에 독선에 욥은 질책하는데 무엇의 친구들의 지혜일 것이라
고 했는가? (13장)
14. 욥은 하나님이 세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14장)
15. 엘리바스의 두번째 변론은 욥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하다. 욥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탓한다. 친구
중에는 욥의 아버지 나이보다 많은 사람도 있다면서 욥에게 무엇을 홀로 가졌는가라고 비난했
나? (15장)
16. 욥은 엘리바스의 허망한 말에 대해 질척하면서 친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6장)
#

욥은 증인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16:19을 써보라.
5/14/2017

17. 욥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17장). 청컨데 _________ 을 주시고 나의 ________ 가 되옵소
서.
18. 빌랏은 욥의 고통이 죄 때문임을 지적한다. 악인의 빛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19. 욥은 빌랏의 책망에 자신의 형편을 탄식한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19장)
#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19:25-27 을 써보자.

20. 소발이 욥을 비난한다. 4절이하는 비록 욥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
과 사곡한자의 즐거움은 얼마나 가는가? (20장)
21. 욥은 친구들에 비판과 공격에도 점점 진리에 확신한다.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위로와 대답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21장)
22.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상선벌악의 인과론으로 욥을 비판
한다. 욥이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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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욥은 고난 속에서 귀한 신앙을 갖는다. 23:10을 써보라.

24. 욥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항의한다. 악인의 평안함에 대하여 질문한다. 그러나 변론을 통해서 마
음을 정리한다. 그는 악인의 마지막에 대하여 증거한다. 24:24을 써보라.
25. 빌랏은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받느냐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욥의 변론을 무가치
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는 사람을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25장)
26.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다. 그 설명중에 현대 과학이 발견하는 놀라운 성경의 증거들이 있
다. 26:7 (북극성 위의 공간, 우주가 공간에 떠 있음), 26:1`0 (바다의 경계가 있음) 등 수 많은 표
현들이 나온다. 26:7을 써보자.
27. 욥은 세친구에 대하여서 결론적인 항변을 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주장한다. 그는 죽기전에는 무엇
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가? (27장)
28. 욥은 지혜와 명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28장)
29-31. 욥의 마지막 변론으로 지난날을 회상한다 (29장)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응답 없음을
한탄한다 (30장). 그리고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 (31장). 욥은 자신이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기를 원하였나 (31장)?
32. 왜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발하는가? (32장)
34. 엘리후는 욥이 훼방한다고 정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보응하신다고 했는가? (34장)
37. 엘리후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누구라고 했는가? (37장)
38-39. 하나님은 자지의 무고를 주장하는 욥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다 (38-39장). 욥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 현대과학으로 깨달은 빛의 움직임을 말하는 38:19,
31 을 써보라.

42.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42:5을 써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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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을 무고하게 비난하던 친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극복한 욥은 어

떤 갑절의 복을 받는가?

#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벗들을 위해 무엇을 한후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가? (4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