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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고난에서 연단으로
본문: 욥기 13:1-4 (Job 13:1-4)

(롬 5:3-4)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trengthened Character)

*연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I. 연단은 우리에게 가장 (            )한 것을 붙잡게 해준다

(욥 13:1)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욥 1:4)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II. 연단은 삶의 (             )을 바로 잡아준다

(욥 1:3)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전 12:13-14)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욥 13:26)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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