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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개요 
1. 욥기: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의 

구성은 율법서로 시작하여, 역사서로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에스더기가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책들이 시가서인데 욥기가 그 첫 성경책입니다 
 

2. 욥기의 저자및 저술 시기: 욥기는 기본적으로 저자와 저술 시기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욥기 내용을 통하여 욥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욥은 아주 부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별자리에 관한 지식 (9 장 9 절), 기상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38 장 22-38 절),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알며 (39-41 장) 광업에 관한 이야기도 (28 장 1-

11 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저술 연대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욥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에스겔 14 장 14 절) 그 이전에 욥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이른 저술 시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3. 배경 장소: 욥기 1 장 1 절은 욥이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스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동쪽 지역의 에돔땅으로 짐작을 합니다. 
 

4. 욥기 주제 및 중요 구절: 욥기의 여러 주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고난과 믿음의 문제 입니다.  
 

• 욥기에서 등장하는 고난의 문제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죄의 문제 말고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으시지만 욥의 고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있는 모습을 그린 1 장 6 절의 모습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통해 시험을 주는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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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시험하지만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 욥기에 등장하는 중요 구절들은  

o 1 장 21-22 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 

o 2 장 3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 

o 42 장 1-6 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 
 

5. 욥기의 구성 : 욥기는 크게 다섯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장 – 2 장: 욥의 성품, 환경에 대한 설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 그리고 욥의 첫 시련에 대한 내용들 

• 3 장 – 31 장: 욥의 지속되는 고난, 세 친구들이 찾아옴. 세 친구들이 욥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줄로 가정을 하고 욥에게 회개하고 용서 구할 것을 권면을 하고, 욥이 

반박하는 대화를 세차례에 걸쳐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2 장 – 37 장: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세친구와 욥에게 하는 반박의 내용. 엘리후는 

세친구와 욥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는데,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세 

친구를 나무라면서,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욥의 교만한 

모습을 나무랍니다 

• 38 장 – 42 장 6 절: 하나님의 답변과 욥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욥은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들이며 회개합니다. 

• 42 장 7-17: 욥의 회복.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나무라시고, 욥의 재산을 전보다 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