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장 본 장은 18장 빌닷의 2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입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친 논쟁을 벌이지 않고,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23장 엘리바스의 변론에 따른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두렵다고 고백하나요? (15-17절)

27장 본 장은, 소발의 차례에서 더 이상 소발이 나서지
않고 침묵하자,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
은 반드시 악인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
합니다.
욥은 죽기 전까지 결코 무엇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나
요?

20장 본 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
다.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근거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이 받을 분깃에
대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 악인은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고,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
)
2) 풍족할 때에는 즐겁고, 재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
)
3)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악인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
)

24장 계속해서 욥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욥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항의하며, 악인의 평안함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을 통해서 마음
을 정리하면서, 그는 악인의 마지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써 보세요

28장 27-31장까지 계속해서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본 장에서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욥이,
결론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21장 본 장은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한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행복하
게 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25장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을 짧게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6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29장 욥은 본 장에서,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축복된
생활이 누구의 보호 속에 이뤄졌던 것임을 회상하고
있나요?

22장 본 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본장에서 엘리바스가 열거하고 있는 욥의 죄악상들은
사실과 다른 엘리바스의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
는, “하나님과 (
)하고 (
)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고 권면합니다.

26장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합니다. 욥은
1-4절에서 빌닷의 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힘없고 기력 없고 지혜 없는 자신 욥을
1) 잘 가르쳐 주고 있다.
2) 도움이 안 되는 가르침과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

30장 본 장에서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봅니
다. 지난날과는 대조적으로 육체적 고통,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에 대해 탄식합
니다. 욥이 지난날에 연주했던 수금과 피리는 현재
무엇이 되었다고 하나요?

31장 욥은 본 장에서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
)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
)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
)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
)을 아시기를 바라노라.“고
고백합니다.

35장 본 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으로, 욥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욥의 교만과 회개치 않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대답들을 들으며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
)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32장 본 장에서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욥에게:

36장-37장 본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36:1-23)와 하나님의 주권
(36:24-37:24)을 강조합니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구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 보세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
)이 지극히 크사,
(
)나 (
)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 세 친구에게:

33장 본 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으로,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4장 본 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으로, 엘리후는
욥의 탄식을 근거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했다고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대답이 지혜롭지
못하고 악인과 같아서, 욥이 끝까지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나요?

38장 마침내 사람들의 변론과 논쟁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와 우주의 통치에 대한 질문으로 욥의 무지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4절에서 41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9장 본 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의 본능과 습성
에 대해, 타조, 말, 매와 독수리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런 언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초월적인 주권
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뛰어갈 때에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알 정도로
잘 뛰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40장 본 장에서 하나님은, 인간 욥이 왜소하고 무능력함
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이라고
표현하는 짐승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41장 본 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에 대해 알려주는 동물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42장 본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 앞에 욥이 회개하
며,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그리고 욥의 축복에 대해 기록합니다.
욥은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게 대하여 귀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
)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
)
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