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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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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
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
이지 아니하였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
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
였노라 

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
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
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
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
까이 하였으리라 

38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욥기	Job	31장

31장은 욥의 회고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

보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426장(통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시고

욥기 31:16-25, 35-38

나는 누구도 
해한적이 없다
I have never 
cheated anyone

22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9998

16 “If I have withheld anything that the poor desired, or have 
caused the eyes of the widow to fail, 
17 or have eaten my morsel alone, and the fatherless has not 
eaten of it 
18 (for from my youth the fatherless grew up with me as with 
a father, and from my mother’s womb I guided the widow), 
19 if I have seen anyone perish for lack of clothing, or the 
needy without covering, 
20 if his body has not blessed me, and if he was not warmed 
with the fleece of my sheep, 
21 if I have raised my hand against the fatherless, because I 
saw my help in the gate, 
22 then let my shoulder blade fall from my shoulder, and let 
my arm be broken from its socket. 
23 For I was in terror of calamity from God, and I could not 
have faced his majesty. 
24 “If I have made gold my trust or called fine gold my confi-
dence, 
25 if I have rejoiced because my wealth was abundant or be-
cause my hand had found much, 
35 Oh, that I had one to hear me! (Here is my signature! Let 
the Almighty answer me!) Oh, that I had the indictment writ-
ten by my adversary! 
36 Surely I would carry it on my shoulder; I would bind it on 
me as a crown; 
37 I would give him an account of all my steps; like a prince I 
would approach him. 
38 “If my land has cried out against me and its furrows have 
wept together, 

In Chapter 31, we can see the last reflection of Job on his life. 

He is recalling of his life and claims that he has lived a life 

worthy of honor. 

Job 31:16-25, 35-38

욥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자
신의 삶을 어떻게 변증하고 있습
니까? 그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들은 무엇들입니까?
Job evaluates himself. What 
are the things he did and 
things he didn’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Voices from The Hill 

101100

한국에는 인사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장관이나 정

부의 요직을 임명하기 이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범죄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해서

도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학력과 생활기록

부까지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

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욥은 31장에서 과감히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세하게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모

든 검증기록에 자신의 친필 사인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악행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라고 말합니

다.(35절)

욥이 자신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

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저지

른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고난이 합당할 것이나 자신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사청문회장에 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신

은 무사히 통과하리라 자신합니까?

In the Korean Congress, there is a procedure called a candidate 

hearing. For government positions,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nd investigation of their resumes are required. This verification 

is also extended to their family members. Often, I get dismayed 

and disgusted when I see the investigation digging deep into the 

details of the education, extracurricular and even to the com-

ments in their school report. No one lives a squeaky-clean life. 

In chapter 31, Job is conducting self-evaluation. He is exam-

ining thoroughly how he has lived his life. He vouches for his 

honorable life and challenges anyone to take his case to God if 

they find any wrong doings. (v. 35)

Job’s self-evaluation shows how desperate he wants to know 

the reason of his afflictions and misery. He is saying if there is 

any wrongdoing in his life, he deserves the suffering but he pro-

claims that there is no wickedness or wrongdoing in himself.

If you were to go through a congress candidate hearing, what 

kind of outcome do you expect? Do you believe that you will 

pass the hearing? 

나를 고소하라 

“Let my accuser write out the charges against me.”

뉴욕베델교회,	김영훈(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1100



맥잡기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103102

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
니 그가 욥에게 화를 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
롭다 함이요 

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
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
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
견을 말하리라 

욥기	Job	32장

무려 30여 장에 걸쳐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는 평행선과

도 같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과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답답한 상황에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욥기 32:1-10

엘리후가 
화를 내다
Elihu is upset 
with Job’s friends

JUN
화 Tue23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103102

1 So these three men ceased to answer Job, because he was 
righteous in his own eyes. 

2 Then Elihu the son of Barachel the Buzite, of the family 
of Ram, burned with anger. He burned with anger at Job be-
cause he justified himself rather than God. 

3 He burned with anger also at Job’s three friends because 
they had found no answer, although they had declared Job to 
be in the wrong. 

4 Now Elihu had waited to speak to Job because they were 
older than he. 

5 And when Elihu saw that there was no answer in the mouth 
of these three men, he burned with anger. 

6 And Elihu the son of Barachel the Buzite answered and 
said: “I am young in years, and you are aged; therefore I was 
timid and afraid to declare my opinion to you. 

7 I said, ‘Let days speak, and many years teach wisdom.’ 

8 But it is the spirit in man, the breath of the Almighty, that 
makes him understand. 

9 It is not the old who are wise, nor the aged who understand 
what is right. 

10 Therefore I say, ‘Listen to me; let me also declare my 
opinion.’ 

Job 32:1-10

Over the course of numerous dialogues contained in 30 chap-

ters of the book of Job, it seems like they are going nowhere. 

Job is protesting that he didn’t commit such sin to deserve his 

misery and punishment. On the other hand, Job’s three friends 

are insisting that there is no such thing called “a perfect sinless 

person.” How can they find an answer in this tumultuous situa-

tion? 

듣기만 하던 엘리후가 드디어 참
지 못하고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3절)
All this time, Elihu has been 
silent listening to Job and his 
three friends’ arguments. But 
he is finally speaking up. 
What provoked him to do so? 
(vs 1-3)

가장 젊은 엘리후가 담대히 자신
의 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심감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6-9절)
Elihu is the youngest man in 
this group. Where does his 
confidence come from to re-
fute the other’s arguments 
and insist the superiority of 
his logic? (vs 6-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Voices from The Hill 

105104

욥과 세 친구의 길고 긴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회

고록(26-30장)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들의 기나긴 논쟁을 마무리 

짓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

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보다 젊은 사람입니다. 욥

과 세 친구들(어른들)이 논쟁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이제서야 자신

의 생각을 말할 정도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엘리후의 연설은 하나님의 연설(38-41장)을 듣기 위한 준비과

정에 해당됩니다. 그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지루하게 반복되던 대화

의 틀을 벗어나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에서 비롯된다

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

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전 1:27-29) 돌

들이 소리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

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실 까요?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무시해왔던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The long dialogue between Job and his three friends ended. 
Job repudiates that he did not live a disdainful life that deserves 
God’s punishment. There are no more words from his friends. 
Maybe this is the moment, God will appear to judge to bring 
light to their arguments. But not so fast. We see Elihu appearing 
into the discussion. He is younger than the other friends of Job. 
He seems like an honorable man who respects the elders and 
indeed he waited patiently to hear the full arguments. 
His speech may be the preface of preparation to hear God’s 
direct words. (chapter 38-41)
Elihu presents a new perspective to embrace suffer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edious and repetitive arguments of Job and 
his friends. 
Often, we think human wisdom can be earned from the years of 
experience and knowledge. Therefore, we tend to overlook or 
disregard the opinions of the young people. But “our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1 Corinthians 
1:27-29)
Who is God going to use today to talk to you? Are you willing 
and ready to hear from a person whom you didn’t expect or 
perhaps you have ignored?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God humbles the wise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웅(NY)

뉴욕한인교회,	이용보(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5104



맥잡기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107106

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
의도 없거늘 

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
다 하였느니라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
은 관심이 없도다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
에 환상을 볼 때에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기	Job	33장

느닷없이 나타난 젊은이 엘리후는 고난을 인과응보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이전의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새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욥기 33:8-22

엘리후가 
말하다
Elihu speaks

JUN
수 Wed24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107106

8 “Surely you have spoken in my ears, and I have heard the 
sound of your words. 
9 You say, ‘I am pure, without transgression; I am clean, and 
there is no iniquity in me. 
10 Behold, he finds occasions against me, he counts me as 
his enemy, 
11 he puts my feet in the stocks and watches all my paths.’ 
12 “Behold, in this you are not right. I will answer you, for 
God is greater than man. 
13 Why do you contend against him, saying, ‘He will answer 
none of man’s words’? 
14 For God speaks in one way, and in two, though man does 
not perceive it. 
15 In a dream, in a vision of the night, when deep sleep falls 
on men, while they slumber on their beds, 
16 then he opens the ears of men and terrifies them with 
warnings, 
17 that he may turn man aside from his deed and conceal 
pride from a man; 
18 he keeps back his soul from the pit, his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19 “Man is also rebuked with pain on his bed and with con-
tinual strife in his bones, 
20 so that his life loathes bread, and his appetite the choicest 
food. 
21 His flesh is so wasted away that it cannot be seen, and his 
bones that were not seen stick out. 
22 His soul draws near the pit, and his life to those who bring 
death. 

Job 33:8-22

When the young man, Elihu, speaks, Job and his three friends 

are able to hear different perspectives of suffering which isn’t 

always the result of sin.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무엇이라
고 말합니까? (8-12절)
What did Elihu say about 
Job’s fault? (vs. 8-12)

엘리후가 제시하는 인간의 고난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무엇입니
까? (17-19)
What’s Elihu’s interpretation 
of human sufferings?
(vs. 17-1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Voices from The Hill 

109108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나긴 그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

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인간의 죄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파멸에 이

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인간의 질병으로 육체를 치기도 하

시고 아픔과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고

난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회복시키고 연단 시키

고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함으로 하

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

다. 당신은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The conversation of Job and his three friends are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suffering as a consequence of sin. Job protests 

that he did not walk in wickedness to experience his terrible 

sufferings but according to his friends, Job is being punished 

because of his sin. The sufferings and trials in our lives can’t be 

justified as a result of sins. 

Elihu is providing a perspective radically different than three 

friends. He insists that the source of suffering comes from the 

goodness of God and not from the sinfulness of humans. He is 

suggesting that behind human afflictions, there is God’s good 

intention and purpose. In order not to be doomed in sins and 

destruction but to be saved, God sometimes uses physical 

sickness accompanied by suffering and misery. He argues that 

human suffering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to restore and to 

train those who love God. 

Furthermore, afflictions make people to keep their eyes on God 

and to lean on God which lead people to prayers to restore the 

spiritual wholeness. Do you trust God even in your sufferings 

and are confident that God’s good purpose in you will be ac-

complished?

고난은 이유가 있다 

There is a reason for suffering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B(CT)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이원택(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9108



맥잡기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111110

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
인하셨고

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
니면서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
구나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
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
게 하시나니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
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진대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리라 

욥기	Job	34장

돈 많고 능력 있으며 매사에 빈틈없이 완벽한 아버지, 자녀에게 스

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라 말하며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 쿨한 아버

지, 칭찬도 야단도 치지 않고 묵묵히 지켜 보기만 하는 아버지, 그

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행복할 까요?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욥기 34:5-15

엘리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Elihu continues

JUN
목 Thu25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111110

5 For Job has said, ‘I am in the right, and God has taken away 
my right; 

6 in spite of my right I am counted a liar; my wound is incur-
able, though I am without transgression.’ 

7 What man is like Job, who drinks up scoffing like water, 

8 who travels in company with evildoers and walks with 
wicked men? 

9 For he has said, ‘It profits a man nothing that he should take 
delight in God.’ 

10 “Therefore, hear me, you men of understanding: far be 
it from God that he should do wickedness, and from the Al-
mighty that he should do wrong. 

11 For according to the work of a man he will repay him, and 
according to his ways he will make it befall him. 

12 Of a truth, God will not do wickedly, and the Almighty 
will not pervert justice. 

13 Who gave him charge over the earth, and who laid on him 
the whole world? 

14 If he should set his heart to it and gather to himself his 
spirit and his breath, 

15 all flesh would perish together, and man would return to 
dust. 

Job 34:5-15

Let’s say there is a father who is rich, powerful and perfect. He 

doesn’t interrupt your life and tells you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life. Also, he never chastises or acknowledges you 

and allows you to do anything you want. If this is your father,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세 가지 잘
못은 무엇입니까? (5-6, 8-9절) 
According to Elihu, what are 
three things Job did wrong? 
(vs 5-6, 8-9)

엘리후는 욥의 세가지 잘못에 대
해 어떻게 반박합니까? 
(10-15절) 
How is Elihu rebuking Job in 
those three areas?
(vs.10-15)

엘리후가 제시하는 인간의 고난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입니
까? (17-19절)
What is Elihu’s answer to the 
human suffering? (vs. 17-1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Voices from The Hill 

113112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욥이 자신이 의를 주

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것, 죄 없는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받

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엘리후는 욥의 세 가지 잘못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하나님

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합당

하게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이득

이 될 일은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엘리후의 주장은 논리적이며 별로 

그릇된 것이 없는 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

과 너무 동떨어진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정하고 차가운 

하나님, 인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

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

나님이십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간에게 어떤 위로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Elihu points out Job’s wrongdoings one by one. First, Job 

resents and doubts God’s goodness but insists on his own 

righteousness. Second, Job says he is being punished unfairly 

although he is sinless. Third, there is no profit in living a life ac-

cording to God’s law. 

Elihu refutes each of Job’s arguments. God is God of righ-

teousness. God repays the acts of the righteousness. God is 

sovereign God who governs according to His rule and no one 

can object to His goodness. The good works of human does not 

profit God and nothing will influence God. 

Elibu’s theory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seems very 

logical and it sounds good. But it places God beyond where 

human can reach. His logic sounds like God is careless, distant 

and has no interest in people. 

Throughout the Bible, it is clear that God hears our cries, He 

shares our pain, and He is God of mercy. “The God of Elihu” 

lacks hope and consolation and that is not the nature of God. 

차갑고 매정한 하나님 

Is God cold and callous?

메트로폴리탄	KUMC,	김진우(NY)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박재용(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13112



맥잡기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115114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
의 지혜가 무궁하사

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
를 베푸시며

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
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
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
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욥기	Job	35-36장

욥의 잘못을 매섭게 조목조목 비판한 엘리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욥기 전체의 구조와 맥락에서 볼 때 엘리후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욥기 36:1-15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다
Elihu Reminds
Job of God’s Justice

JUN
금 Fri26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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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d Elihu continued, and said: 
2 “Bear with me a little, and I will show you, for I have yet 
something to say on God’s behalf. 
3 I will get my knowledge from afar and ascribe righteous-
ness to my Maker. 
4 For truly my words are not false; one who is perfect in 
knowledge is with you. 
5 “Behold, God is mighty, and does not despise any; he is 
mighty in strength of understanding. 
6 He does not keep the wicked alive, but gives the afflicted 
their right. 
7 He does not withdraw his eyes from the righteous, but with 
kings on the throne he sets them forever, and they are exalt-
ed. 
8 And if they are bound in chains and caught in the cords of 
affliction, 
9 then he declares to them their work and their transgres-
sions, that they are behaving arrogantly. 
10 He opens their ears to instruction and commands that they 
return from iniquity. 
11 If they listen and serve him, they complete their days in 
prosperity, and their years in pleasantness. 
12 But if they do not listen, they perish by the sword and die 
without knowledge. 
13 “The godless in heart cherish anger; they do not cry for 
help when he binds them. 
14 They die in youth, and their life ends among the cult pros-
titutes. 
15 He delivers the afflicted by their affliction and opens their 
ear by adversity. 

Job 36:1-15

After pointing out Job’s sins in detail, Elihu concludes his 

argument. In the overall scheme of the Book of Job, Elihu’s 

place and function is very important. Now we look into it more 

closely.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7절)
What is Elihu’s understand-
ing of God? (vs. 5-7)

엘리후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 하
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말합
니까 (8-9,15절) 
How does Elihu explain the 
work that God does through 
human suffering?
 (vs. 8-9, 15)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Voices from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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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합니다.(36장 2절) 

아주 시건방지고 교만한 말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하는 이

유는 임박한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Prologue)과도 같은 것

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곧 등장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사역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요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으니 

불평하고 따지기보다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는 할 수 없으

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

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층 성숙하게 하십니다. 

Elihu claims that he is speaking on behalf of God(36:2).   This 

is a very arrogant and proud statement to make. But his words 

serve as a prologue to the imminent revelation of God. Elihu 

functions as one who introduces the message of God who is 

about to reveal Himself.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his 

role is like that of John the Baptist who came to prepare the way 

for Jesus and his ministry. 

Elihu’s message can be divided mainly into three things. First, 

God is righteous and God will judge those who are good and 

evil with justice. Second, God provides instructions to people 

through the experience of suffering. Finally, God’s greatness is 

unfathomable by human wisdom. Therefore, instead of grum-

bling or protesting, people should be humble and offer God 

praise and glory. 

Although it cannot be said that all sufferings come from God, 

God uses the experience of suffering to bring people to new 

learning and help them to become more wise and mature. 

고난이라는 학교 

School called ‘Suffering’

미드허드슨	KUMC,	이용연(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김치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17116



맥잡기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119118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
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
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욥기	Job	37-3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

많은 질문들을 퍼부으십니다. 이것은 욥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새79장(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욥기 38:1-10

주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다
The Lord Speaks

JUN
토 Sat27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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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n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the whirlwind and 
said: 

2 “Who is this that darkens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
edge? 

3 Dress for action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4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Tell me, if you have understanding. 

5 Who determined its measurements--surely you know! Or 
who stretched the line upon it? 

6 On what were its bases sunk, or who laid its cornerstone, 

7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sons of 
God shouted for joy? 

8 “Or who shut in the sea with doors when it burst out from 
the womb, 

9 when I made clouds its garment and thick darkness its 
swaddling band, 

10 and prescribed limits for it and set bars and doors, 

Job 38:1-10

Finally, God speaks out of the storm. God asks Job many 

questions. This is probably not what Job was expecting. Job 

wanted God to answer him regarding his sufferings. Why is 

God asking Job these questions?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셨습니까? (1절) 이 장면은 구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방식과 어떻게 유사합
니까?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3
장, 19장) 
How did God appear to Job? 
(v. 1) How is this similar to 
the ways that God revealed 
Himself to others in the Old 
Testament? (Genesis 15, Ex-
odus 3:19)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동물들은 
모두 몇 가지 종류입니까? 그들
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How many animals does God 
mention? What is common in 
all these animal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Voices from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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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현인 소크라테스는 독특한 대화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착각과 허상에 불과했음을 일깨워 주었

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욥이 갖

고 있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는 에니멀 플레닛(Animal Pla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수많은 동물과 곤충의 놀라운 습성과 신비를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지, 내가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임을 새

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끊임없는 질문은 욥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대답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라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초

라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의 작은 행성 가운

데 하나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의 질문을 경외감으

로 바꿉니다.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Socrates is known for his unique 

style of dialogue. His style of dialogue is known for the use of 

many questions. Through his questioning, Socrates gradually 

reveals inconsistencies that are inherent in the other person’s 

beliefs and ideas. God is doing something similar in our text to-

day. Instead of answering Job’s questions, God challenges Job 

through His questioning.

I love the TV program called Animal Planet. As I learn about the 

fascinating nature and wonderful mysteries of countless crea-

tures and life forms, I come to realize my own insignificance in 

the overall scheme of the grand universe and nature. 

Similarly, God’s outpouring of questions on Job is intended to 

help Job to understand his own insignificance in the presence of 

an everlasting and almighty God rather than to shame him or to 

avoid his questions.

Galileo discovered that earth is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but that it is only a small planet in the solar system. At the time 

of this discovery, the church was not willing to accept this truth. 

What God is doing with Job with His questioning is to bring a 

similar revolution in Job’s thinking. In this kind of revolution of 

thinking, our questions are transformed into a sense of awe and 

wonder. 

너는 대답해 보아라 

Give an Answer!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21120



MAY·주일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123122

28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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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주일

주일	칼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김동연 목사 (알라배마 기쁨의 교회)

28

할렐루야!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테네시 내쉬빌에 있는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약 2,500여 명 참석을 하였고 두 번째 저녁 집회에서는 많은 사

람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영적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신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

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간

증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놀

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시면 엘리후라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치 않는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인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임을, 그 이름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그의 출신 배

경으로 성경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이렇

게 상세히 소개돼 있는 걸 보면 그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고 공부도 나름 많이 

하고, 자부심도 꽤 있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욥과 세 친구에 비해 젊었다는 사

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가 벌인 논쟁을 귀담아듣고 있던 젊은이로서 욥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무능함에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

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Passion for Christ, 참 중요하지요? 열정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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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기 때문

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아 어떠한 고철도 

집어삼키는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지금부터 라도 육신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영적인 건강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음식과 깨끗한 공기와 근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

을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통한 교회 봉사 및 헌신, 영혼 전도를 해

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제자

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능력 있는 제자들로, 열정을 가진 주의 성도들로 귀히 

쓰임 받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신앙

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그냥 내버

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두시고 악한 사람들이 승

승장구하게 하시는가? 등의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7장 2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

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서 과연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옳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

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풀 수조차 없었던 

그 비밀들을 풀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떠나시지 않

고 함께 해 주셨던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

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간증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

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이 여러분의 훗날 간증의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주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로 한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

파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

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