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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본문: 욥기 19:23-27 (Job 19:23-27)
(욥기 19:5-6)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6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I. 하나님께 연단받은 욥 (7-12절)

II.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욥 (13-19절)

(사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III.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는 욥
 

(욥 19:25)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 19:26-27)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올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롬 7:24-25상)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롬 8:34)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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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본문: 욥기 19:23-27 (Job 19:23-27)
(욥기 19:5-6)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6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I. 하나님께 연단받은 욥 (7-12절)

II.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욥 (13-19절)

(사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III.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는 욥
 

(욥 19:25)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 19:26-27)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올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롬 7:24-25상)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롬 8:34)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