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3(화) 욥기 묵상 20 

욥기 12: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말씀은 욥이 세번째 친구인 소발의 말을 듣고선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변론은 

14장까지 이어지는데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내용이 가장 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써 세 

친구들과 벌인 논쟁의 첫번째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분별력  

소발의 변론을 들은 욥은 소발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그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1-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대로만 말하는 

친구들에게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만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일방적인 말을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과 같이 비록 다수가 따르는 의견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다”고 했던 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는 친구들의 말이 자신보다 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반론과는 달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생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4절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4절하,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4절의 표현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에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 만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에도 보면 그런 주변의 

비아냥과 조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백이 나옵니다(시 69:10-12,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 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한편, 욥은 자신도 예전에는 재앙이라는 것이 죄인들 만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지만, 욥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6절의 표현대로 그것은 첫째로 사람에게 강도 짓을 하는 자들이 

부유하게 살아가고 둘째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도 평안히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욥의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욥의 질문처럼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연 만물의 비유를 들어 친구들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게 됩니다(7-9절). 9절의 말씀대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4-6절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인간 만이 아니라 인간보다 덜 지혜로운 세상의 짐승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10-12절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주의 손에 있고,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감각과 지혜 그리고 명철을 주신 것을 말함으로써 욥의 친구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도 



너무 단순한 논리로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든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악인들을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언제나 부유하고 평안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항상 즉결심판의 형태로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민족(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마 13:29-30,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때로는 지연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욥의 기대처럼 이 

세상에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사탄과 죄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들의 생각과 논리처럼 성경의 진리를 모든 

사람과 상황에 너무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일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강도와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이 그들의 손에 후히 주심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되 적용은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삶과 상황의 정황에 맞도록 바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인질을 위한 기도: 지난 10 월 16 일 아이티에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기반을 둔 기독교 선교단체 

Christians Aid Ministries 의 회원 17 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된 인원 17 명 중 미국 

시민은 16 명, 캐나다 국적 1 명이며 어린이 5 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티 수사당국은 ‘400 마오조’라는 조직폭력단체를 배후로 지목하였고, 이들은 몸값으로 1,700 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납치된 17 명의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아이티의 갱단이 더 이상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인질들을 안전하게 석방해 주며, 미국과 아이티 당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트럼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