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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학교 시간표를 알고 있지요?  월, 

화, 수, 목, 금 우리는 각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수업

을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있고, 점심을 먹기도 하

지요. 우리가 가끔 시간표를 잊어버려도 수업은 계

획 한 대로 이루어져요 .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떠

할까요? 학교 시간표처럼 미리 알려지거나 우리가 

예상 하는 것처럼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때로는 이해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

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 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

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어요. 또 하나님이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

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거

짓 선지자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렘 52장) 혹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렘 44장).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메데- 바사 

연합군에 멸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나라

와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

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는 어떠할까요? 

인도네시아 여인 얀티(Yanti)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얀티

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부터가 아니였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교인이 되

었고, 존경을 받기 위해 목사가 되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세미

나에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얀티는 자신

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얀티는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을 만

나게 되었고, 자신의 모어인 ‘마나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공부 할 때는 성경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번역 사역을 통해 저희 

말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

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로 된 성경이 얼마나 귀

한지요, 이토록 제 마음을 만져주신 적이 없습니

다. 모어 성경은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제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제가 그 말씀으로 우리 부족의 사

람들을  축복하도록 해주십니다.” (http://www.

wycliffe.net/ stories/tabid/67/Default.

aspx?id=4153) 

지금 얀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번역 자문

위원이 되어 다른 부족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

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얀티의 

남편이랍니다. 그는 2010년 라마단 기간에 온 거

리에 식당들이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서 홧김에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엉뚱하게 보이는 순간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용

하셔서 얀티의 남편을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을 통

해 말씀하시자 그도 바로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간이었지만, 하나

님은 하나님의 때에 얀티와 얀티의 남편을 만나

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대합시다!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

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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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아빠, 많이 참고 기다리시고 변치 않
는 사랑에 감사드려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
각마저도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제
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
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레미야 31:31-34
34:1-11
51:5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