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대안” 

계획했던 것이 맞지 않아 다른 계획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잠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16:9)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 때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행 

16:6~12).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비전까지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 문화의 핵심부인 아가야 지방까지 가는, 활짝 

열린 문이었습니다. 

잘스의 조종사들은 환자나 동물들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습니다. 설립자인 카메룬 

타운젠트는 지역 사람들과 정부 관리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달라고 선교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버니 

메이라는 조종사는 2 m가 넘는 보아 뱀을 

불청객으로 모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뱀은 

나중에 함께 탔던 선교사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비행 도중에 좁은 

헬리콥터 안에서 승객이 아이를 낳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스 조종사로서 처음 비행할 때 잭 

맥거킹이 경험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작은 노아의 방주 같았습니다. 거북이 두 마리와 

다리를 서로 연결해 묶은 닭 4마리를 부탁 받았고, 

나중에 갈대 상자에 담긴 야생 고양이, 오셀롯

(ocelot, 약 0.7~0.9m 크기)까지 부탁 받았습니다. 

갈대 상자이지만 안전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들고양이가 

갈대 상자를 탈출해서 맛있는 식사로 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비행기 안에서 홰를 치며 

좌석과 창문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오셀롯이 그 중 한 마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겨우 식전 애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잭은 여러 차례 수통으로 오셀롯을 

공격했지만 소용 없었고, 그 놈은 잭의 다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비상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강가의 작은 군사 기지를 

발견하고 잭은 착륙 플랩을 감아 내리고 

하강했습니다. 자기 다리를 노리는 오셀롯을 

뒤꿈치로 차가면서 겨우 비행기를 물 위에 

내렸습니다. 

페루 군인들이 폰툰을 밟고 비행기로 뛰어올라와 

올가미로 오셀롯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지 

책임자가 나와서는 잭에게 비상 착륙을 시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병사가 

있어서 급히 후송해야 하는데, 잭에게 무전을 

시도했으나, 들고양이와 닭들이 온통 난리 법석을 

치는 바람에 잭이 무전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위태로운 한 페루 군사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 그 시간에 먹이감을 찾아 

우는 들고양이와 잔뜩 겁먹은 조종사를 

움직이셔서 그분의 비행기를 외딴 군사기지에 

착륙 시키셨습니다. (pp. 118-12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ingham) 

본래 계획이 뒤틀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고 평안 중에 그분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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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주일) 11/7 (월) 11/8 (화) 11/9 (수) 11/10 (목) 11/11 (금) 11/12 (토) 

요 19-21 행 1-3 행 4-6 행 7-8 행 9-10 행 11-13 행 14-16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God’s Pl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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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  6 Mon, Nov  7 Tue, Nov  8 Wed, Nov  9 Thu, Nov  10 Fri, Nov 11 Sat, Nov 12 

Joh 19-21 Act 1-3 Act 4-6 Act 7-8 Act 9-10 Act 11-13 Act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