욥기 소개
토드 존슨(Todd Johnson) 박사는 설명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욥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원하세요? 예를 들어,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혜 문학입니다"라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과
워크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욥기를 역사가 아닌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더니--몇몇 목사님들이 "워우"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화 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토드 존슨(Todd Johnson) 박사입니다. 풀러의 예배, 신학, 예술학과의
학과장입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예배, 영성, 예배식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소도 많고, 좋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욥은 단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까?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유명한 법정 옹호자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가져가면
하나님이나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지 아닌지를요. 욥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당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욥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언어가
있습니다. 욥을 방문하는 세 친구는 이 의심의 언어를 씁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
욥이 단순히 무고한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가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면 빌닷은
욥이 제도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부수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발은 단순히 "욥, 거짓말 하지마! 넌 유죄야! 죄 없는
사람은 없어. 너조차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는
이 세 가지 고전적인 예에 대해서--욥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캐릭터가 있습니다. 엘리후입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말고, 신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말하고, 만약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답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것은 기도가
실제로 신학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결백한 인간도 가질 수
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하지만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욥은 두 배로 많은 소와 양으로 회복됩니다. 예전처럼 아들 일곱에
딸 셋을 갖지만, 이제 세 딸은 아들과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딸들도 상속의 일부로
명명되고 간주됩니다. 욥은 인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은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로운 자까지 침묵시킵니다.
삶,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