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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금같이 나오리라
본문: 욥기 23:8-12 (Job 23:8-12)
(욥 23:3-4)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4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욥 23:5-6)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7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 23:7)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 23:8-9)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9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 23:10 개역)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새번역)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고난이 주는 3가지 유익

I. 고난은 나를 (           )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욥 23:10상)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갈 2:20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갈 2:20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II.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              )을 준다
(욥 23:10 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개역)

(시 119:67, 71)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III.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              )로 만든다
(욥 23:10 하)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LXX)

(욥 23:11-12)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12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 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시 119: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살 2:2)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빌 1:2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