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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있다! 

# 혹시 서두르고 있습니까?

혹시 서두르고 있습니까? 왜 서두르십니까? 그 사업이 아니면, 그 남자 혹은 그 여자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집착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는 과도한 확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미적미적 늦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과 주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
져 있거나 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타이밍을 알려달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순간 어
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도서 3장을 통해 말씀합니다.

“지금 너는 타이밍을 알고 싶다고 간구하지만 그 뒤에 숨겨 놓은 네 자존심, 돈에 대한 욕심, 편
안한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 네 두려움을 들여다봐라. 나는 그것들을 다루기 원한다. 그런 것들
이 네 하나님이 된다면 너는 좋은 타이밍, 지혜로운 선택을 놓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타이밍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으
면 결코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타이밍을 잘 잡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타
이밍을 잘 잡는다기보다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 주변 상황과 내 상태에 
관계없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의 타이밍과 선택은 우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으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평안하게 느끼는 기준
이 나의 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전 3:14).

여기서 전도서 저자의 정체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경외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고 안정적으로 느끼
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에서 ‘알
았도다’는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 치러야 할 대
가, 내 자신에 대한 과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처음과 끝을 잘 알지 못하도록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결정할 때 내 모든 
불안과 자존심, 열등감에서 벗어나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
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용 발췌 =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도서 3장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
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
도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
가 알았도다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6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17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
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
고 올 자가 누구이랴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함, 그리고 현재의 모자란 내 모습은 평생 싸워야 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