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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마음대로 되

지 않아서 짜증나고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

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우리가 계획했던 일

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이 있다는 말

이지요.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엉망이 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겠지요?

잘스의 비행기 조종사들은 환자나 동물들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고 해요. 버니 메이라는 

조종사는 2 m가 넘는 보아 뱀을 운반 한 적도 있었

는데 그 뱀은 나중에 함께 탔던 선교사님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었답니다. 어떤 조종사는 비행 도중

에 좁은 헬리콥터 안에서 승객이 아이를 낳는 경

험도 했지요. 흥미진진하지요?

 하지만 잘스 조종사로서 처음 비행할 때 잭 맥

거킹이 경험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잭

의 비행기는 마치 작은 노아의 방주 같았습니다. 

거북이 두 마리와 다리를 서로 연결해 묶은 닭 4

마리, 갈대 상자에 담긴 야생 고양이인 오셀롯

(ocelot, 약 0.7~0.9m 크기)까지 운반해야 했

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야생 고양이, 오셀롯

이 조금 걱정 되었지만 상자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잭은 비행기를 이륙시켰답니다. 그러나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오셀롯이 갈대 상자를 탈

출해서 맛있는 식사로 닭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

다. 닭들이 비행기 안에서 좌석과 창문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마침내 오셀롯이 닭 한 마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오셀롯은 이제 조종사 잭의 다리를 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비행기를 조정하면

서 여러 차례 물통으로 오셀롯을 공격했지만 소용 

없었고, 위험해진 잭은 결국 비상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잭은 아래로 보이는 강가의 작은 군사 기지를 발

견하고 날개를 내리고 하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를 노리는 오셀롯을 뒤꿈치로 차가면서 겨우 

비행기를 물 위에 내렸습니다.  군사 기지에 있던 

페루 군인들이 비행기로 뛰어올라와 올가미로 오셀

롯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지 책임자가 나와서는 잭에

게 비상 착륙을 시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참을 들어보니, 심장마비

를 일으킨 병사가 있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는 거예요. 잭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결

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들고양이와 닭들이 온통 

난리 법석을 치는 바람에 잭이 무전을 들을 수 없

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위태

로운 한 페루 군사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 그 시간

에 먹이감을 찾아 우는 야생 고양이와 잔뜩 겁먹

은 조종사를 움직이셔서 “그분”의 비행기를 외딴 

군사기지에 착륙 시키셨던 것입니다.  (pp. 118-

12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ingham)

본래 계획이 뒤틀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선교

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나은 최선임을 믿고 평안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말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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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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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우리의계획 

하나님의 대안

성령님,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
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
요. 모든 일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
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1-21
9:1-21
1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