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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ble Study   2021. 03. 15

하나님의 타이밍 

The timing of God (Nehemiah 2:16)
̦ĀĴƯ��
���ЏМʥڲ���

 (느혜미야 2:16)

݃ৌӝ
Ice Breaker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라는 그릇 안에, 해와 달과 별들과 밤과 낮을 
창조하시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세상에 없던 시간인 하루 24시간, 1
년 365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
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특별한 순간과 인생의 전
환점이 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사람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살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사람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주관하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끄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통하여 
사람의 시간표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ਕ٘
Keyword 하나님의 타이밍      The timing of God      神的时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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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그리스어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크로노스는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기, 혹은 유리한 시기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자기 자신과 만물, 그리고 창조주를 위한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 특별하고 은혜로운 시
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크로노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일과표에 
따라 움직이고, 하루하루는 무언가를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한 끝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야말로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때,기다려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일러줍니다.

[영혼의 정원]_스테니슬라우스

느혜미야강해 제 3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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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Jesus lived on this earth according to God’s timing
໔ᜠӊ܍ŏ̦ĀĴƯƜćĕŞĘ뺯

1.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아디아서4:4-5)
God sent Jesus Christ in his timing. (Galatians4:4-5)
ć̦ĀĴƯėĎĴ뻟̦৬ᙲ໔ᜠėĕŞĘ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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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1:15)
Jesus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in God’s timing. (Mark1:15)
ć̦ĀĴƯėĎĴ뻟໔ᜠũ˨߰г̦ĀŚ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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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하십니다. (누가복음22:14-16)
-HVXV�¿QLVKHG�XS�KLV�PLQLVWU\�RQ�WKLV�HDUWK�LQ�*RG¶V�WLPLQJ���/X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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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까지 3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Jesus was silent for 30 years until God’s timing came.
ć̦ĀĴƯėĎŘǡ뻟໔ᜠۡչą��ŭ뺯

2.1.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복음3:21-23; 마태복음3:13-17; 마가복음1:9-11; 요한복음1:32-34)
Jesus was silent for 30 years until he started his ministry on this earth. 
(Luke3:21-23; Matthew3:13-17; Mark1:9-11; John1:32-34)
໔ᜠćĕŞĘũ˨ƂʕŘǡۡչą��ŭ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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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4:17; 마가복음1:14-15; 누가복음4:14-15, 4:16-21)
Jesus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in God’s timing. 
(Matthew4:17; Mark1:14-15; Luke4:14-15, 4:16-21)
ć̦ĀĴƯėĎĴ뻟໔ᜠũ˨߰г̦ĀŚ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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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삶에서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할 생각과 마음과 말에 대해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೯ೞӝز
Walking Together

3.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Jesus will come again on this earth in God’s timing. 
ć̦ĀĴƯėĎĴ뻟໔ᜠđǞࡥėĕŞĘ뺯

3.1.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24:3,13-14; 사도행전1:9-11; 데살로니가후서1:10; 다니엘7:13-14; 요한계시록1:7; 
마태복음24:27,30-31; 데살로니가전서4:16-17; 마태복음24:36, 24:42, 24:44, 24:50, 25:13; 
데살로니가전서5:1-2) 
Jesus will come again on this earth when the gospel is preached to all people. 
(Matthew24:3,13-14; Acts1:9-11; 2Thessalonians1:10; Daniel7:13-14; Revelation1:7; 
Matthew24:27,30-31; 1Thessalonians4:16-17; Matthew24:36, 24:42, 24:44, 24:50, 25:13; 
1Thessalonians5:1-2) 
Ȇ˟̙͡ˋоΧĴ뻟໔ᜠđǞࡥėĕŞĘ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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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로마서11:26-27, 9:25-29; 열왕기상19:18; 로마서11:4-5; 사6:11-13; 로마서11:25, 10:9-13)
God’s timing for Jesus coming again is when Israel is restored and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Romans11:26-27, 9:25-29; 1Kings19:18; Romans11:4-5; Isaiah6:11-13; Romans11:25, 10:9-13)
ŘɡԉīŘฎҫ뻟ʌᅨĉĀ̾ϝ௴͟Ĵ뻟ďĄ໔ᜠǞࡥĀ̦ĀĴƯ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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