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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님의 묘수 (God’s Excellent Skills)
본문: 욥기 42:1-6 (38-42장)
(욥 38:1-4) 그 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2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3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욥 40:4-5)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5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욥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묘수들

I. 고난의 (            )을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II. (           )을 돌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하신다

(욥 39:10-11) 네가 들소에게 쟁기를 매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네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11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네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욥기 39:16-18)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17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타조가 한 
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마 6:26-30)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거리들을 헐어버리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III. 문제 해결보다 (          )인 회복을 먼저 주신다

(욥 42:5-6)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