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부조리! '인과 법칙'과 같은 과학적 혹은 

논리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란, 

행악자나 위선자(외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신학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어째서 거짓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잘 

되고 자신은 고통받는가? 어떻게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될 수 있는가?(렘 12:1~4)'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행악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0~51장).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강한 것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 요구하십니다(12:5이하). 

사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52장) 혹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44장).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메데-

바사 연합군에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조리함을 행복한 결말로 

바로잡으실 때도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여인 

얀티(Yanti)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얀티가 목사가 되려 

했던 동기는 사람들에게서 존경 받기 위함이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천국 입장권을 

얻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유분방한' 신학교를 나온지 일 

년 뒤에 우연히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역을 찾던 중 성경번역선교사 론과 재퀴 휘슬러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론의 제안에 따라 

자기 모어(母語)인 ‘마나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공부 할 때는 성경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번역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특히 모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본문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자신과 같은 마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모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설교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저희 말로 된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토록 제 마음을 만져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어 성경은 저를 만지시고 제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제가 그 말씀으로 우리 부족의 

다른 분들을 만져드리고 축복하도록 

해주십니다." (http://www.wycliffe.net/

stories/tabid/67/Default.aspx?id=4153) 

지금 얀티는 성경번역 자문위원이 되어 10년 

넘게 사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족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그녀의 남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2010

년 라마단 기간에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식당들이 문을 열지 않는 데 분개한 

나머지, 그는 엉뚱하게 그럼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얀티는 완전히 바뀐 남편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대합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9/4 (주일) 9/5 (월) 9/6 (화) 9/7 (수) 9/8 (목) 9/9 (금) 9/10 (토) 

렘 43-44 렘 45-47 렘 48-49 렘 50 렘 51 렘 52-애 2 애 3-5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Absurd(?) God!” 

“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

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 

Sun, Sep 4 Mon, Sep 5 Tue, Sep 6 Wed, Sep 7 Thu, Sep 8 Fri, Sep 9 Sat, Sep 10 

Jer 43-44 Jer 45-47 Jer 48-49 Jer 50 Jer 51 Jer 52-Lam 2 Lam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