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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 캐나다 비젼 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종족의 삶이 
변혁되게 하는 사역    

위클리프캐나다 한인사역 소식지
창간호/Spring 2008

표지사진 설명:
미국 본부의 Word Spring에서 나온 물이 
건물 뒤 항아리에서 넘쳐 연못으로 
들어가 대서양으로 흘러감. 하나님의 말
씀이 바다처럼 충일한 것을 상징.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 창설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인사역소식“하늘의 씨앗”               

을 창간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클리프를 사랑해 주시고 끊임 없는 관심, 협력과 기도로 이 사역을 세워 주신 많

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인 6천여 미접촉, 미전도 종족중에서 아직도 4천여 종족은 

그들의 말로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중 2천여 종족은 언제 성경번역이 착수 될 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려 해도,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듣게 하려고 해

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려고 해도, 뿐만아니라 말씀을 받아 들인 후에도 그  믿음이 성장

하려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한인사무국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를 도와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번역사역에 관심을 갖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교회에 유익한 여

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전세계로 흩뿌리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곳 캐나다 땅에 정착하신 

한인 디아스포라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

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번역이 언제 착수 될지도 모르는 2천여 종족의 언어를  2025년까지

는 번역을 시작 해보자는 Vision 2025의 비젼을 이루려면 아직도 3천여 선교사가 보충

되어야 합니다.

  이 긴요한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선교의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와 있는  한인 디

아스포라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소식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님

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식지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세계선

교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주며, 한인선교사들의 사역 소식, 기

도 제목과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교지 이야기를 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하늘의 씨앗”은 독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선교의 열정을 나누며, 훈련의 기회를 

알려주므로 잘 준비되어 선교헌신에 이르도록 열심히 돕는 돌봄이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

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라는 것을 

모든 교회가 느끼고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여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

를 거듭하면서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소식지가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역 선교사님들과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빛도 없이 도우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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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CONGRATULATORY NOTES

  What an honour and a privilege for me to be able to challenge 
others with the awesome power there is in God’s Word when it is 
made available to each person,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best, 
their own. I am passionate about this Word and its importance for 
all aspects of life for everyone, no matter where they live nor what 
language they speak. That is why I feel like I have the best job in the 
world - telling others about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the work of 
Bible translation. 
  Since joining Wycliffe in 1973, we’ve had many opportunities to 
watch the profound impact a team has when it works together to see 
that scriptures are made available to those who still wait for them. 
That team is made up of many people with many different skills 
(teaching, administration, computer expertise, translation, literacy, 
finance training, etc) and coming from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On our most recent trip to the Philippines, where we served from 
1976-1992, we met many Koreans who have joined the team. It has 
given us a new appreciation for the impact Koreans have on Bible 
translation and missions. 
  How appreciative I am for the work of ChangSeok and those in 
Korean Ministries who seek to challenge the Canadian Korean 
Church with the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Since this activity 
comes under the public relations department, it is my privilege to 
hear about all the good things that are happening. My challenge to 
you is that you seriously consider the part you can have in the Bible 
translation movement. If in fact we are to achieve the goal of entering 
every language still needing translation by the year 2025, we need 
many others to join us either in membership, by giving or by agreeing 
to pray for the work in progress and that still remaining. May the 
Lord bless you as you seriously consider the role you might play in this 
awesome work. You can make a profound difference! 
  With deep appreciation for what God does as His Word touches all 
aspects of life, no matter who we are.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모국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저는 성경번역 사역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살며 무슨 언어를 사용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

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와 성경번역 사역을 말해주는 이 일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

장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3년 위클리프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

씀을 기다리며 필요로 하는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만

들어 주는 팀 사역의 뜻 깊은 공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팀 사역은 여러 가지 은사 (교사, 행정가, 컴퓨

터 전문가, 번역사, 문해사역자, 재정 훈련가 등)를 가진 여러 다

른 나라 출신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최근에 저는 1976

부터 1992년까지 제가 섬겼던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한인 선교사

들의 성경번역과 선교 사역에 관해 들으면서 새로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선교사와 함께 한인동원사무국 사역자들이 캐나다 한

인교회들을 깨우며 동역을 촉구하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한인사역 활동들이 대외

협력부 소관 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루어 가는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까지 모국어로 성

경이 필요한 모든 언어권에 성경번역이 시작된다고 할 때, 우리에

게는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가는 장기 헌

신자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인 재정 후원자나, 기도로 동역

하는 헌신자도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귀한 사역

을 감당하실 여러분들의 역할과 귀한 헌신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의 전 영역에 

걸친 삶을 주관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폴 마이저너
(위클리프 캐나다 대외협력부 디렉터)

Paul Meisner
(Wycliffe Canada Public Relation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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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 전 어느 운동 모임에서 위클리프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글로컬 컨퍼런스를 소개 받고, 드디어 

2월 18일부터 플로리다 올랜도에 열린 컨퍼런스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

게 되었다. 유난히 눈도 많던 지난 겨울 캐나다를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도착하니 공항에 내리자 마자 옷부터 갈아 입어야 했다. 

“와, 덥다!”엄살을 부렸지만 내심 내가 기대하던 바로 그 날씨였다.

  첫 날을 지내고 둘째 날 강의를 듣고, 위클리프 선교사님들과 대

화를 나누면서 위클리프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모

든 부족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번역되어야 한

다. 위클리프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

다.  2025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려고 한다”는 이 비전이 개인적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내가 속한 캐나다장로교단 법에 따르면 2025년은 내가 일선 목회 

현장에서 만 65세가 되어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해이다. 사실 

한 목회자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를 통하여 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

여 성경을 번역하여 주고 목회를 마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

일 것이다. 컨퍼런스 이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2025년까지 모

든 부족이 성경을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게 해 주

시고, 제가 은퇴하기 이전에 이 귀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여 

글로컬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임수택 목사/토론토 갈릴리장로교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하나님

께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

음 간절하다.

  우리 갈릴리장로교회는 통계적으로 볼 때 북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의 가장 평균에 속하는 교회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오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체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교회 설

립역사나 교인 숫자 모든 면에서 평균치에 속하는 교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장로교회가 캐나다 토론토한인교회 가운데 위

클리프선교회와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2025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싶다. 그리하여 우리 갈릴리와 유사한 다른 

많은 교회도 이 비전에 동참하는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위클리프 본부에 있는 선교나무 그림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 헌신자 

들을 공급하는 선교나무의 뿌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무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원리처럼 나무 잎에서 광합

성 된 영양소가 다시 줄기를 통하여 나무 뿌리로 내려와 상호작용 

하듯이 위클리프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은혜 받고 건강해

지는 상호작용이 활발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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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까지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의 설교나 일일 선교여행 등

의 행사를 통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에 친숙하게 생각되어 왔고 나 자신도 위클리프선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성경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이며 언어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 그

러나 이 번 글로컬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많은 깨우침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위클리프 하면 언어가 없는 미전도종족 지역에서 그들과 생활하

는 최전방 선교사만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성경번역의 완성을 위

하여 수 백 가지가 넘는 직종에서 봉사하는 또 다른 수 많은 선교

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조종사, 컴퓨터전문가, 건

축기사, 자동차정비사, 출판물전문가, 회계사, 기부자코디네이터, 심

지어는 우표 붙이는 일만 20년간 한 헌신자도 있다.)

  지난 10년간 선교위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존의 선교가 선교지에

서의 구제와 교회개척사역 등에 치중되어 있어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해 왔었다. 그런

데 아직도 4446개 종족이 자기말로 된 성경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

이 들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

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성

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선교과업임을 깨달

아가는 시간이었다.

  한 사람의 선교사 가족이 수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지원 속에 

미전도 종족들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동화되어 생활해야만 

2008 글로컬 컨퍼런스 참가소감
김범기 집사/토론토 영락교회 선교기획부장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발견하고 전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의 말을 문자 언

어로 개발하여 현지인을 제자 삼아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들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긴 인고의 과정이 있다. 

완성된 성경을 봉헌하며 감격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

의 마당을 영상과 간증들을 통해 보았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종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 귀

한 시간들이었다.

  이번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위클리프 사역을 광범위하게 알게 되

고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수 많은 직종도 알게 되었다. 우선적으

로 위클리프의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의 선교교육프로그램에 넣어 

선교 붐을 일으키고 선교헌신자 발굴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데 저

희 교회에서 참가하였던 4명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교회에 돌아

와서 전체 선교위원회 임원들과 각 남녀선교회 회장단에게 글로컬 

컨퍼런스의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선교위원

회만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도 있었다.  우선적으로 이번

에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있는 위클리프 잘스 선교여행에 교회 내에

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보내기로 함으로써 글로컬 협력의 첫발을 디

디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2025년까지는 세계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모어로 기록된 성경이 

없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의 언어로 적어도 번역이 시작되게 하자는 

비전2025를 생각하며 교회와 선교단체간 교회와 교회간의 협력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Page7

글로컬 컨퍼런스2008
박요섭 목사 / 서부캐나다 동원담당

  2008년 글로컬 컨퍼런스가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미국 본부(올랜도)에서 캐나다 한인 사무국과 미

국 한인교회 동원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의 동역 선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14개, 캐나다의 6개 한

인 교회에서 총 47명의 목회자와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번 글

로컬 컨퍼런스는 캐나다와 미국, 한국의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에서 북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동원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강

사로 하여 워크샵 형태로 진행되었다.

  ‘글로컬’(GLocal)이란 세계적(Global)인 관점을 가진 지역(Local)교
회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이번 글로컬 컨퍼런스에서는, 미국과 캐

나다의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효과적인 방

식을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들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세계선교의 동향을 

나누면서 지역교회의 전략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

을 가졌다.

  컨퍼런스 기간 중 선교 현황과 남은 과업의 완수(오정호) 지역교

회 – 전략적 선교와 비전2025(정민영), 지역교회 – 선교공동체(권

성찬), 지역교회 – 선교위원회와 선교정책(이규준)등의 공통강의와, 

캐나다와 미국 각국의 한인교회들의 상황에 맞춘 선교공동체로서

의 북미 디아스포라(이규준/오정호), 지역교회 – 글로컬 실천계획  

(홍현민/이규준)이 선택강의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강의의 내

용을 토대로 소속 교회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간에 토론, 협

의하는 시간을 강의와 아울러 가졌다. 또한‘다양한 동역의 기회’ 

시간을 통해 성경번역과 언어관련 사역 이외에 선교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알아보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스탭으로 섬기면서 헌신과 나눔을 보게 되었

다. 먼저 강사들부터 강의 시간 외에는 공항 라이드를 비롯한 여

러 부분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큰 은혜가 되었고, 이는 각 

참석자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의 나눔으로 연결되었다. 혼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나눔의 현장이었고, 계속해서 실제적

인 실천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 참석했

던 여러 교회들에서 선교의 자각들이 일어나고 확산되어, 그 결과

로 갈릴리교회에서 디스커버 위클리프가 실시되었고, 여러 교회에

서 많은 분들이 5월의 잘스비전여행에 동참케 되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캐나다 한인교회들의 담임목사님과 선

교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시대 전략적 협력 선교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기회로 이 컨퍼런스가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소

망한다.

내년 글로컬 컨퍼런스 일정: 2009년 2월 16~18일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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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은 지난 2003년 9월 말, 당

시 위클리프 캐나다에서 소수민족사역을 담당하던 Garland 
Hoel과 이전부터 위클리프 미국 한인사무국을 담당하며 

캐나다를 돕던 홍은선 선교사, 그리고 강창석 선교사와 

이규준 선교사 네 사람이 캘거리 본부에서 만나 한인사

무국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사무국장: 강창석, 동원: 이

규준). 이후 강창석 선교사와 이규준 선교사가 차례로 위

클리프 선교사로 허입 되면서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한인동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밴쿠버에서 사역하던 이규준 선교사가 팀웍과 효

과적인 사역을 위해 2006년 초부터 토론토로 이주하여 강

창석 선교사를 도와 동역하면서 사역이 한층 더 활기를 

띠게 되었고 밴쿠버에서는 박요섭 목사가 동원사역을 담

당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주로 일일선교여행과 미니퍼스펙티브(큰빛, 영

락, 한인장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06년에는 선교 교

육과 잘스 비전여행 등으로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케냐 마사이족 추장과 가수로 활동하는 딸을 초청하여 기

금 모금 행사 Spear & Song을 본한인교회의 협력으로 개최

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7년에는 조준모와 업스트림의 성경번역 홍보 콘서트를 

시작으로 더욱 활기차게 사역을 진행하였고, 온교협 선교전

략 세미나 협력, 위클리프 스쿨과 각종 선교 훈련, 여름 단

기 선교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글로컬 컨퍼런스와 잘스 비전여행을 진행하

며, 한인사무국 사역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 자료를 개발하

고 업스트림과의 순회 콘서트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사무국 출범 이후, 그간 8명의 자원 봉사자와, 4 가정의 장기 선교 헌신자가 있었으며, 현재 4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역을 

돕고 있으며, 3 가정이 선교사 허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6~7개 교회가 직간접으로 위클리프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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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컨퍼런스 (금번 호 특집 참조) 글로컬 컨퍼런스 (Word Spring 박물관)

강창석 선교사 / 실버미션대회 홍보 새 자원봉사자훈련

디스커버 위클리프/ 갈릴리교회 디스커버 위클리프/ 갈릴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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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도전
A Call from Afar-The Challenging task of African Evangelism

선교전략 특강

하워드 브렌트 선교사, 창의적 선교네트워크/SIM 국제선교회
Howard Brant, the Emergin Missions network of SIM-International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와 중국인 디아스포라교회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참 뜻깊은 일이다. 아프리카는 

기독교 복음화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 - 1900년도에 9백만 교인수가 2000년에는 1억 3천 6백만명 - 하고 있는 대륙이며, 반면에 중국

은 막강한 저력으로 국제사회에 급 부상하는 나라이다.

  오스카 목사는 중국 본토의 복음화 가능성이 상당함을 보고 있는데, 중국인 디아스포라(기독인 화교를 의미)가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오스카 목사가 심히 염려하는 것은 선교의 모델들 - 즉, 서구기독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현실성을 그대로 적용하여 중국

인 세계복음화 정책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선교활동의 중심지가 영국과 미국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브라질, 한국, 그리고 중국이 그 중심지가 될 것이다.

들어 가는 말 

  현재까지의 서구식 선교는“사업적 모델”(많은 물자를 동원하여 많은 영혼을 구하는 비용/이익적 사고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서구

선교가 비서구 교회나 선교와 동역할 때, 마치 사업 계약을 맺듯이 목적을 명시하고, 기대치와 납기, 그리고 명확한 결론을 요구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아프리카식 모델로 보자면 정반대되는 방식이 된다.

  오스카 목사가 우리에게 성경적 동역관계를 일깨워 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 (고린도 전서 12장)을 말하는 것이다. 

I. 선교의 모델 (지체 의식)

아래의 글은 하워드 브렌트 SIM선교사가 최근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중국인 세계복음화 운동본부(CCCOWE)의 연례총회에서 

주 강사인 오스카 무리우 목사(3천명의 성도와 25년의 역사를 가진, 나이로비 채플교회 담임목사)의 특강에 대한 소감을 우리말로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



Page11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사울에게는 익숙한 병장기가 다윗에게는 불편하여 사용할 수 없고, 대신 다윗은 그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무너 뜨릴 수 있었다. 

  선교의 역사가 로마의 우산속에서 영국적 식민지 우산을 거쳐, 결국에는 복음이 아프리카와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최종 주자인 

미국은 그 풍부한 물자와 막강한 힘에 의존하여 팍스아메리카나 방식(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평화)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제 풍부한 동양(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포함)이 기존의 서구식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만, 미국식 방식은 여러가지 이유

(장기선교사의 헌신자 격감/911 사태/천주교 성직자들의 성스캔달/성공회의 호모섹스 옹호/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된 중동지역 회교권의 

반발등)로 쇠퇴 하고 있다. 대규모의 서구식 선교는 지나가고 그보다 저항이 훨씬 적은 비서구권 선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다윗이 용감하게“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사울에게 말하듯이(삼상 17:39), 아프리카나 중국식 선교는 

5가지의 “매끄러운 돌”(삼상 17:40)을 손에 넣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1. 풍부한 청소년 인구 — 아프리카 인구의 73%가 30세 이내로, 훈련시킬 수 있는 청소년인구 저변이 크다

2. 시간적 여유 — 서구보다 비교적 덜 쫓기는 여유와 실업인력

3. 단순한 생활방식 — 아프리카인이나 동양인의 생활비, 인건비가 서구보다 저렴한 것

4. 환대문화 — 서구인들이 호텔을 선호하는 문화에 비하여 비서구는 외부인이 쉽게 환대 받는 점

5. 관계문화 — 보다 쉽게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로 어디를 가든지 쉽게 정착

1. 낮아지는 성육신적 헌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분의 옷이나 신발, 전대 없이 세상으로 내어 보냈듯이(마태 10:9-10)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는헌신의 자세

2. 선교적 자세로 사업: 관계중심으로 시작하는 중국식 소기업이 대형사업으로 성공시키듯 일 중심보다 사람중심

3. 주는 교회들: 아프리카인들의 95%가 교회로 헌금하는 것이 보편화 - 교회를 통한 후원
4.     대접하는 교회들: 외부인이나 이민자, 방문자에게 환대의 문을 여는 교회들
5. 십일조: 각 가정에서 십일조를 내면 자연적으로 선교사 후원 가능
6. 동역관계: 서로 의존하기보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호혜적 재정 동역관계
7. 고의로 가난해 지는 연습: 천주교의 수도사들과 같이 가난을 직접 체험하며 복음 전파

1. 미전도 종족: 지리적 경계보다는 언어 종족별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촉구

2. 10/40 창문지역: 약 24억의 인구가 회교-불교-힌두교이며 백만명당 한 사람의 선교사가 사역중인 주로 북아프리카에서 태평양권에 이르는 

   북위 10도 - 40도 지역

3. 수용성이 높은 도시선교: 마가복음 6:7-11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도시로 파송한 것처럼, 수용성과 전파 효과가 높은 도시선교에 

  중점

II. 사울의 병기로서의 다윗 (사무엘상 17:32-40)

III. 빈곤으로 부터 배우는 7가지 선교 모델

IV. 현존하는 3가지 서구모델의 선교적 과업

V. 잘 익은 추수
오스카 목사가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아프리카 선교방안

1.  4/14 창문: 10/40 방식이 지리적 관점에 초점을 두듯이, 4/14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4-14세(또는 18세 까지)를 복음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청소년 시기에 종교를 결정하거나 개종하기가 쉽다.

2. 도시선교: 과거 선교역사 100년 동안은 시외 지역에 치중.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에 따라 도시선교 중시해야

   (2025년까지 도시화율 75% 예상) 

3. 빈곤-소외층: 46%의 아프리카인이 빈곤층 이하에 위치, 전 세계 난민의 30%인 1,900 만명이 아프리카 거주, 전세계 31개의 저개발 

   국가중 26개가 이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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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성경번역선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위클리프에는 오직 성경번역 하는 사람만 필요한 줄 압

니다. 그러나, 성경번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350 개가 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력,기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동역의 기회 1 : 기도 사역

위클리프는 크게 세 가지로 선교에 헌신하시도록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Prayer), 선교헌금(Give), 선교지 파송(Go)!
계신 곳 어디에서든 기도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

다.“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가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성경번역선교 역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클리프의 설립자인 카

메룬 타운젠드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1시간 가량만 기도하려 했던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선교후보생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기도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사역임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

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여 전 세계의 위클리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로 지키고 있고, 

각 자매기관마다, 주간 기도제목, 월간 기도제목 등으로 업데이트하여 발간함으로써 기도에 힘쓰고 있

습니다. 위클리프 캐나다는 대표 직속으로 기도 사역 부서가 있어서, 본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

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Prayer Alive를 통해 캐나다 출신 선교사

들과 그들의 사역 프로젝트 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도 모임을 활성화하

여 기도가 사역의 근간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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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위클리프의 기도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3 4

2매주 업데이트 되는 기도제목 받아, 
기도에 동참하기

기도모임, 셀모임, 구역모임, 선교부 
기도모임 등에 위클리프의 기도제
목 유치하기

교회 웹사이트에  '주간중보기도제목' 
링크 버튼 설치해주기

위클리프 동부사무실(토론토)에서 
격주 목요일에 열리는 기도모임
에 동참하기

* 받아보기: 이메일, 혹은 일반 우편, 혹은 웹사이트
   방문 
   (www.wycliffe.ca/korean/HTML/korean.utf8.html)
* 장소/시간: 캐나다 어느 곳에서나 본인 편의에 따라
* 기도내용: 한인사무국 사역, Vision 2025, JAARS
   PrayerLine      

* 시간:격주 목요일 오전 9시~10시30분(휴가철은 쉼)
* 사무실위치: Steels+Highway 27, #4-14 Steinway
   Blvd. Tor. ON, M9W 6M6
* 기도내용:위클리프 캐나다 멤버와 동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역을 위한 기도

* 각 교회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위클리프 중보기도’  
   버튼을 설치해 주시면 
   http://www.wycliffe.ca/korean/pdf/pray-bulletin.pdf
   로 자동 연결되어 위의 1번에 해당하는 기도제목
   들을 보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어느 기도 제목이든 유치를 원하시면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 선교사들을 초청하시면 국내 사역자, 휴가 중에
   있는 선교현지 사역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한인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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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인 최초 성경번역선교사
카스피해연안 A국에서 U종족언어를 습득, 신약번역에 착수하고 현지인을 훈련시켜 번역을 진행토록 위임하고, 금
년 7월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 김영수 선교사는 언어학위 그리고 김미자 선교사는 상담학을 수학하며 다음 사역
을 준비할 예정. 자녀는 어진, 하은, 조엘, 2남 1녀.

미국 본부 한인동원사역을 마치고 국제 본부 소속 ADI(Asian Diaspora Initiative)의 한인 담당 부책임자로 사역 중. 
새로운 지역의 동원사역을 준비하고 있음. 자녀는 지수, 은수, 대학생 2명. 

캐나다 한인사무국 디렉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캐나다 한인디아스포라의 선교동원을 위해 동역자들을 격려하
며, 지역교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권하고 선교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음. 자녀들 모두 
성장

동원사역. 캐나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인과 지역교회 동원을 위해,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 선
교 훈련 등을 제공하며 섬기고 있음. 자녀는 광표, 준표,  2남.

캐나다 본부 인사부 소속으로 신임 선교사 허입 절차 및 관련 행정 지원 사역 담당. 동시에 한인사역 소식지 편
집 책임 등 한인 동원 사역 지원. 자녀들 모두 성장.

C국에서 컴퓨터 기술 사역을 마치고, 대만에서 결혼한 알버트 선교사와 지난해 부터 아프리카에서 성경번역 시
작. 현재 언어습득 중. 자녀는 이삭, 1남.

C국의 Y종족 언어습득해서 곧 신약번역 착수 준비 중. 지역본부의 행정 책임을 동시에 맡아 사역하고 있음. 

김영수/미자(Jonathan and Bonnie Kim)선교사

알버트/마르다(Albert and Martha) 선교사

L 선교사(아시아/성경번역, 지역 부디렉터)

홍현민/귀주(Joseph and Guiju)선교사

강창석/사라(David and Sarah)선교사

이규준/한진숙(Gyoojun and Jinsook)선교사

윤기태(Daniel and Helen)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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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석, 강사라(한인사무국 Director)

최재흥(멤버 허입 절차 중) 

김영수, 김미자, 어진, 하은, 조엘(아시아/ 성경번역)

알버트, 마르다, 이삭(아프리카/성경번역,컴퓨터)

L 선교사(아시아/성경번역, 지역 부디렉터)

홍현민, 홍귀주, 지수, 은수(ADI/한인디아스포라 사역)

윤기태, 양희숙(인사행정, 동원)

이규준, 한진숙, 광표, 준표(동원)

박요섭, 조선향(동원, 멤버 허입 절차 중)

 유인섭, 유영순(멤버 허입 절차 중) 

•토론토 갈릴리교회가 성경번역의 동역자가 되심에  감
사. 캐나다의 디아스포라교회들의 모델 되어 더 많은 교
회가 성경번역에 동참하도록
•Korean Diaspora Video가 완성에 감사. 잘 사용되고, 1.5
세들이 성경번역 선교사역에 헌신하게 되도록
•동원사역자들이 용기와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
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며,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의 격려와 
협력을 얻도록
•큰아들 원준 결혼식(6/12) 감사.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쓰임 받도록

•허입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와 재정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장 renovation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마쳐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두 명의 현지인 번역검증자와 프로젝트 진행자 훈련이 
잘 마무리 되고, 우디’어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인수인
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요나서와 룻기가 빠른 시일내에 출판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사역 마무리와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해
•파송교회와 기타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더욱 
더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도록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충만하도록
•언어 습득에 진전이 있도록
•주위에서 동역하는 모든 분들과 협력관계 이루도록
•온 가족 건강하도록

•정부 기관/민간 기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지
혜주심을 위해
•예비해 주신 언어 조력자를 덛도록
•동역자들의 필요를 바로 알고, 동역에 있어서 격려가 
되고 용기를 심어주주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국제본부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
도록, 호주, 영국, 유럽, 동아시아, 남미, 캐나다, 미국
에서의 위클리프 한인 동원팀이 견고하게 서고 사역 열
매가 많이 맺히도록
•미국 본부에 1세 동원 사역자 보내 주셔서 미국 본부
사역이 잘 마무리 되며, 사역의 이동과 관련한 모든 사
항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지수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대
학 공부를 잘 마무리 하도록
•은수의 대학 입학 과정에 은혜를 주심 감사. 하나님을 
삶 중심에 모신 대학 생활 되도록

•동역/후원 하는 교회-개인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잘 유
지되어서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아내(양희숙)의 심한 어깨통증이 빠른 시일 내에 치
료 되도록
•한인사무국 소식지 제작 사역 통해 좋은 열매 맺게
•장거리 통근 운전 시 안전과 건강 유지토록

•선교사 허입 절차에 있는 분들과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사역에 감사 드리며, 그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본인 저작 1년1독 말씀묵상 다이어리 출간 감사
•7월 중에 있을 업스트림 팀과의 성경번역 홍보 콘서트
가 은혜 중에 잘 이뤄지도록
•8월 중에 계획 중인 선교여행이 잘 이뤄지도록

•허입 절차를 조속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부지역 한인교회들에 이 시대 세계 선교에 대한 각
성이 일어나도록
•사역에 대한 후원/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선교지로 나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집 매각 문제가 속히 이루어 지도록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믿음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사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교회로부터, 선교사와 재정 동역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헌금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클리프는 비영리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
고 있으므로 모든 사역비와 활동을 위해 보내는 헌금들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정 동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
교사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재정후원 방법은 한인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후원안내

업스트림(리더: 김동진 집사)과 함께 하는 성경번역 홍보 순회 콘서트 7/18~28

단기 비전여행 (Papua New Guinea) 7/31~8/14

Up Coming Events
몬트리얼, 몽턴, 프레드릭턴, 핼리팩스 등 4개 도시, 6개 교회를 순회 방문하며 찬양집회를 가질 예정
입니다. 이 중 셋은 한인교회, 나머지 셋은 캐나다인 교회입니다. 현재 차세대동원을 담당하고 있는 
Jessica Dempster 양도 동행하며 행사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좀더 많은 지역에 성경번역 
선교가 홍보되며, 동시에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카룸파의 성경번역선교회 본부와 김남수/이덕신(GBT소속) 선교사의 사역지(와이마, 나라, 가바디, 
도우라)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지 비전여행이 7/31~8/1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캘거리본부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403.250-5411 / 1800.463-1143
www.wycliffe.ca

한인사무국(Korean Ministries)
동부사무실 416.675-6473

#4, 14 Steinway Blvd. Tor. ON, M9W 6M6
강창석 선교사/ 이규준 선교사

416.996-0345/416.888-2262
Kroffice_Canada@Wycliffe.ca

서부사무실 Wycliffe BC Office
604.881-105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박요섭 선교사 778.889-9845
Joseph-Joyce_Park@Wycliffe.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