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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베스의 축복 

Blessings of Jabez (1Chronicles 4:9-10)

˟ȤٞĀݔ֒ͳՠĘ��������

 (역대상 4:9-10)

݃ৌӝ
Ice Breaker

수학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자석에도 남극과 북극이 있듯이, 인생의 출발점을 보면 플러스인생과 
마이너스인생이 있습니다. 플러스인생은 든든한 부모의 배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며, 배우고 싶은 모든 과목을 유능한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IQ
도 높아서 한번 보면 다 기억하고 이해력도 좋은데다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
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인생도 있습니다. 
밀려있는 집세를 내야하는 근근한 생활 속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모두를 포
기할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인생으로 삶을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마이너스인생으
로 삶을 시작하였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야베스
의 삶과 더불어 어떻게 인생의 한계들을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 우리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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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모든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계에서 예외가 되
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계는 1) 죽음 2) 질병 3) 고독 4) 죄의 유혹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
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먹고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질병에 걸리
게 됩니다. 아무리 사교적인 사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고독의 절정을 경험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랑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공중권세잡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유
혹하고 협박해서라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게 합니다. 이러한 한
계들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
기에 위대한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한계를 극복한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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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야베스의 인생은 절망적인 마이너스인생이었습니다.
The life ahead of Jabez was desperately bleak.
ĉŀ뺯̾ݸȤٞĀĉŀǕĄӗʬĀݔ

1.1. 야베스는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역대상4:1)
  Jabez was born during wars. (1Chronicles 4:1)

ġŜŀ뺯ڌȤٞćͿݔ��֒ͳՠĘ�����

1.2.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나, 그의 인생은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역대상 4:9)
  Jabez was born without a father, but he had a respectable life. (1Chronicles 4:9)
���ҤϯݔȤٞĂŜŀďŊĈ߮ʤ뻟ȚŴĀĉŀ˂ĄҲīƻऒȶĀĉŀ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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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마이너스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Through prayer, Jabez overcame the limitations of his dim life.
Մ뺯ٲĉŀĀ̾ݸȤٞʙĿᄁгՍ˖ąݔ

2.1. 야베스는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역대상 4:10)
   By praying to our God, not to the other gods, he overcame limitations in his life. (1Chronicles 4:10)

Մ뺯ٲȤٞăˋȺŴ̦ǆᄁг뻟ّˋĘੈᄁг뻟ȮƦՍ˖ąĉŀĀݔ���֒ͳՠĘ������

2.2.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역대상 4:10)
   Jabez prayed for God to bless him and to enlarge his territory. (1Chronicles 4:10)
�Ȥٞᄁгĸݔ   qৰШĆါ˟ȉā뻟จ˚āĀؗʆr뺯
֒ͳՠĘ������



1. 하나님으로 인해 생각의 한계, 육체의 한계,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스토리를 나눠봅시다.
2.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동기가 주권자 하나

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일주일 간 점검하는 시간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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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3.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역대상 4:10)
  Jabez prayed that God’s hand would be with him and keep him from harm. (1Chronicles 4:10)
�Ȥٞᄁгĸݔ  q˩ȉāǜć뻟̝āă଼ਮȧ뻟ăɩඔХr뺯
֒ͳՠĘ������

3.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모든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상 4:10)
God granted Jabez’s request abundantly.
̦ˆąݔȤٞĀǨĈᄁг뺯
֒ͳՠĘ������

3.1.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전승에서, 야베스를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길러낸 훌륭한 학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Jewish oral history, Jabez was an outstanding scholar who taught the 
   Scripture and raised up disciples.
���ć֒܈ĘஆƖĉĀ̙ܺʥɛġ뻟ݔȤٞĄĂʞ͵֢ƸГ뺮াѷɠಿĀџলƓ͠뺯

3.2. 야베스는 야베스라는 도시공동체를 세우고, 도시공동체를 통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역대상10:11-12)
  Jabez built up the city of Jabez and ministered through that community. (1Chronicles 1:11-12)

ȤٞĀΝ̤դǜɆ뻟ʙĿΝ̤դǜɆƙʕ뺯ݔȤٞӚӐąǩħݔ���֒ͳՠĘ����������

3.3. 야베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길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역대상2:55)

  Jabez raised up ministers for God and focused on recording,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God. (1Chronicle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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