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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비씨 주 랭리에 있는 
성경번역선교사훈련기관인 캔아이엘
(CanIL)에서 위클리프를 위해 기도하
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
는 시간을 가졌다. 3층 교제실에서 참
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잘 단장된 테
이블의 모습.

제호 설명: 
정산 정해수선생(나이아가라한인장로
교회 은퇴안수집사)께서 위클리프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붓글씨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캐나다 비전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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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텍사스 달라스에서 Finishers Forum에 참여하고, 플로

리다 올랜도의 미국 위클리프 본부를 방문하여 미국 위클리프의 동원부서와의 연

쇄 회의를 가졌으며, 그리고 토론토영락교회 성도님들 21명과 함께 노쓰 캐롤라이나 왝

소에 있는 JAARS센터에 비전여행 및 선교훈련 행사를 치렀습니다. 모든 여정과 행사

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특히 동행한 분들과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신 주

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주신 비전은 다름 아닌 저를 포함하

여 인생후반기를 사는 분들(finishers)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어

서 노력하여 40대 이후로 소위 성공을 맛보고 60대 전후 은퇴하여 안락한 여생을 누리

는 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세 기회를 통해 만난 분들은 40대

를 기점으로, 은퇴전후를 계기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있었습니

다. 이미 저희 선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단체가 이런 선구적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값진 인생후반을 살도록 격려하며 동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

들을 가리켜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르고, 선교현장에서는 ‘자비량 선교

사’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최근에 40대 중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베이비 붐이 일었던 전후세대의 마지막

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잘 훈련받고 열심히 살아 당대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자

원을 나누고 후세에 전해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 3월 잘스센터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세가 훌쩍 넘은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과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전력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자원봉사하며 행복해하는 분들… 40대 중반부터 60후반까지 걸친 모든 참가

자들이 각기 받은 도전에 감격해 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

능성을 가진 분들이 저희 한인교회에서 많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값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야 하는 동원사역가의 

책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교회나 선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것 입니다. 5/31~6/2에 걸쳐 열리는 글로컬컨퍼런스는 바로 이런 일꾼들

을 얻기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

다.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무장되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수많은 경험과 지도력을 쌓은 인생

후반주자(finishers)들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일꾼들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이분들을 

불러 추수에 동참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호의 특집으로 실리는 기도 사역 역시, 인생후반주자들의 참여가 절실한 사역입니

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양한 사역들이 함께 모아지면 큰 힘과 효과를 내기 마련입니

다. 저희 한인동원 사역 역시 이처럼 작은 일에 헌신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이

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자원하고, 교회는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적절하게 동역하며, 서로 일깨우고 격

려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일에 좋은 모범이 되는 로이드 리브 (Lloyd Reeb)씨의 책 ‘중년

의 전략’(From Success to Significance)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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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 3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랭리에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TWU) 내의 하계언어학교 (CanIL)에서 밴쿠버지

역 위클리프 올해 첫 기도모임이 있었다. 이번 신년기도회는 새해의 첫 기도모임인 만큼 좀 특별했다. 그 동안 위클리프를 후

원하고 물심양면으로 큰 힘을 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마음을 나누는 기도회였다. 여러 후원자들과 목사님

들께 연락을 드리고 항상 받기만 했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식사도 준비했다. 바쁜 주말 오후였지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

다. 사랑을 담은 격려와 땅 끝까지의 사명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특별한 기타 찬양팀 그레이스 노우트(Grace Note)의 인도로 함께 찬양을 드렸다. “모든 열방 주를 볼 

때까지” 귀한 사명을 다하자는 마지막 찬양 후 기도회의 사회를 맡으신 박요셉 선교사님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로 새해를 맞아 감사를 드렸으며, 미전도 종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대표기도였다. 이어 이규준 선교사님께서는 

무릎으로 하는 선교
Hope 4 the Bibleless

앞으로 항공정비로 선교에 헌신하려고 준비 중인 박세영 형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길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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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프와 한인 사역을 소개해 주셨다. 허허벌판 같았던 밴쿠버

지역에서의 기도모임에 50여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받은 사명에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는 이번 모임이 그저 감동스럽고 하나님께 감

사하다는 고백을 하셨다. 2003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지역의 한인

동원 사역은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지도를 펴놓고 동서남북에서 일하는 헌신자들을 소개하면

서 숨겨진 듯이 보이지만 오래 전에 예비하신 일꾼을 속속히 보내

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 드렸다. 첫 걸음 선교이야기

를 비롯한 한인사역 외에 JAARS VISION TRIP, 5월 31일~6월 

2일로 예정된 글로컬 컨퍼런스, CCM Group UPSTREAM과 함

께하는 성경번역 홍보 콘서트 등의 올 해 계획을 설명하셨고 기도

제목 나누기로 말씀을 맺었다. 

현재 안식년을 맞아 선교지에서 돌아와 캐나다에서 다시 파송을 준

비하고 계신 이 정석 선교사님은 “협력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후

원자들과 동역자들 앞에 섰다.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안문제를 솔직하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다. 

또 선교는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면서 같

이 기도하면 교회와 사역에 덕을 쌓는 것이며 작고 보잘것없어 보

이는 도움이 오히려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동

안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표시했다. 

모인 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순서는 위클리프 사역을 위해 

준비된 선교사들과 후보생들의 소개였다. 가장 먼저 선교사 후보생

으로 자신를 소개한 장하니 양은 올해 4월 트리니티 대학의 언어학

과를 졸업하는 학생이다. 성경번역을 홍보하는 조준모 교수의 집회

를 통해 위클리프를 알게 된 하니양은 그 집회 내내 가슴이 뜨거웠

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재능과 관심이 성경번역이라는 일에 쓰이게 

된 다는 것에 두렵지만 감사한 모습이었다. BCIT 항공정비과정에 

다니고 있는 박세영 군은 앞으로 공부도 많이 남았고,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담은 솔직한 고백

을 해서 모두의 미소를 받았다. 설창춘 강도사(백지윤 설이린)님은 

앞으로 밴쿠버지역의 한인 선교 동원 사역을 맡게 될 것이라고 자

신을 소개한 뒤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하상욱 목

사님(이은정, 하이안)은 빠른 파송과 동료 훈련 동역자들을 위해

서도 기도를 부탁하셨다. 위클리프를 오랫동안 후원하셨던 남상

국 목사님, 김영남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이 선교사들과 후보생들

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셨다. 젊은 사역자들의 꿈과 열정이 

계속되도록, 더 많은 사역자들이 준비되는 기회가 있도록, 사역자

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사역에 우리 주님의 복이 넘치

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번역을 위한 기도도 있었다. 현재 진

행되고 있는 2천여 개 언어와 곧 시작되어야 할 2천 2백여 개 언

어의 조속한 성경번역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 또 더 많은 선

교헌신자들을 보내 주실 것과 특히 1.5세 한인디아스포라를 동원

할 수 있는 동원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모두 통성으로 기도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최금택, 류금주 선교사님과 봉사자들이 정

성껏 준비한 풍성한 저녁식사가 있었다. 선교사님들과 후원자들

이 만나는 귀한 교제도 있었다. 2010년 첫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기꺼이 가기를 자원하는 젊은 선교 후보

생들을 만나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동역 하는 마음이 샘솟았던 

기쁨과 비전을 나누는 신년기도회였다. 특히 고운 한복을 입고 전

통 악기인 향피리로 주님을 찬양한 윤계은 집사님의 찬송이 오늘 

기도회의 주제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오랫동안 울렸다. “예수 나

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

이 같이 가려네.”  

(왼쪽부터) 밴쿠버소망교회 남상국 목사가 소개된 위클리프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다. 그동안 밴쿠버지역에서 
동원사역을 감당하던 박요섭 목사를 대신할 설창준 강도사 가족이 인사하고 있다. 성경번역을 위해 CanIL에서 훈련받고 있는 
장하니 자매의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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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름다운 밴쿠버가 내려 보이는 언덕 위의 집에 열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모여 성경번역 선교사들

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 작은 기도회지만 벌써 선교사를 4가정이나 파송한 이 모임이 바로 벤쿠버지역 위클

리프 기도모임이다.  

 지금은 캐나다 위클리프 한인사무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규준 선교사가 언어훈련을 받던 2000년에 처음 시작된 이 기도모임은, 처음에

는 밴쿠버 지역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있던 성경번역 선교사 후보생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캐나다 현지에서 성경

번역 사역에 헌신하게 된 분들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한국 지부격인 GBT에서 파송받아 캐나다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있던 분들이 

구성원이었다. 이규준, 한진숙 선교사 가정이 한인사무국 사역을 위해 동부로 이주한 후, 서부지역 책임을 맡은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가

정의 인도로 기도모임이 계속 되었다. 처음엔 성경번역 사역에 장기헌신한 선교사들만 모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와 위클리프에 관

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 같이 기도하게 되어, 지금은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  

오랫동안 이 기도모임에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위클리프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어 지금은 파푸아 뉴기니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최금

택 류금주 선교사 부부는 이렇게 이 기도모임을 설명한다.  

“선교를 위한 여러 기도모임들이 있지만 위클리프 기도모임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기도후원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사역을 시작

하신 선교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점이예요. 예전에 함께 기도하던 분들께서 대부분 이젠 직접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

을 하고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 한분 한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사역지를 생각하며 어떤 마음을 품

었었는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최금택 류금주 선교사 부부도 이 기도모임에 참여하면서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제는 직접 위클리프 

선교사가 되어 사역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는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함

께 모여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말이 더욱 의미 깊다.

최선교사 부부의 권유로 기도모임에 참석하게 된 분 중에서 권오찬 한진경 집사님이 계시다. 이 분들 역시 오랜 기도모임 참가를 통

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제는 서부지역 한인동원사역의 한 축을 맡게 되셨다. 지난 3년여 동안 기도모임을 이끌었던 박요섭 조선향 선

교사 부부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곳에서의 동원사역을 그만두고 파푸아뉴기니로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각 지역별 기도모임 소개 

설창준 간사/ 비씨지역 동원 밴쿠버각지역 기도운동: 

밴쿠버 지역 기도모임 : 박선교사 내외 선교사파송식 참석차 방문한 윤기태선교사 내외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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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사역의 책임을 맡게 되는 설창준 강도사와 함께 권오찬 집사가 위클리프 기도모임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안식년을 맞는 선교사

들이나 은퇴 이후의 선교사들이 쉼을 갖고 거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권오찬 집사님은,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보

내는 선교사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의 집을 기도모임을 위해 선뜻 열어놓고 있는 권집사님은 이미 동

원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여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 둘씩 기도모임으로 이끌고 있다. 선교사를 보내는 동원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을 동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

많은 선교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형식의 기도회와는 다르지만, 적은 숫자지만 깊은 유대와 소통으로 연결된 위클리프 기도회는 선교

지와 후방의 연결고리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관계를 통한 동원의 역할을 감당한다. 류금주 선교사는 “몇 년간 기도모임에 참석

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식구가 되기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곳 밴쿠버

의 위클리프 기도모임이 계속해서 선교사들과 기도후원자들간의 친밀과 신뢰를 쌓아가고, 기도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는 

창문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

캘거리지역 기도모임은 2009년 3월 첫모임을 캘거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선교담당 장로님과 위클리프 선교회 자원봉사자 5명
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월1회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을 찾아 기도모임에 초대를 하여 현재는 5

가족 (1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도모임은 각 팀원 집을 순회하며, 반드시 식사 후에 모임을 시작 하는데, 그 이유는 (가능한 한 부

부 동반으로) 초대된 새로운 선교헌신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한가족 같은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모임은 식사 후 찬

양, 위클리프 선교 update (성경번역진행현황, 선교사 파송 소식, 최근 선교 소식 등), 위클리프 기도 제목과 기도팀원들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보통 모든 순서에 Projector 또는 디지털 TV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없는 주간에는 그 주간

의 위클리프 기도제목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캘거리는 위클리프 캐나다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기도모임 팀이 위클리프 캐나다와 한인사역과의 Coordination역할을 담당하고 있

고, 특히 금년에 캘거리에서 열리는 Upstream 찬양집회, 2010 년 글로컬 컨퍼런스( GLocal Conference) 등 다양한 행사를 기도팀원들

이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매 월 모임 시 선교헌금을 모아   귀중한 선교사역에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현 캘거리지역 기도모임 팀은 이미 자봉(자원봉사자)로서 앨버타지역동원담당,  Website Manager (위클리프 캐나다 한국 WEB
담당), 저널리스트 (하늘의 씨앗등 저널 에디터와 번역)로서  섬기고 있으며, 또한 향후 항공정비, Social Worker, 교사, 간호사 등으

로  성경번역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직간접으로 위클리프 성경번역을 돕는 선교

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캘거리 기도모임은 한 팀을 6가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계속 주변에서 선교 헌신자들을 찾아내어 기도모임 2팀, 3팀.. 을 만들고, 

에드몬톤, 레드 디어, 레스부리지등,  앨버타 전역으로 이 기도모임을 확대하는 비전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모임을 통

해 많은 성경번역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곤 부족 문회 사역 

유민주 간사/앨버타 지역 동원캘거리각지역 기도운동: 

캘거리 지역 기도모임을 참여한 부부들 (시계방향으로) 김정열, 김정선, 김제훈, 이상협, 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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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4년 반 전에 밴쿠버소망교회에서 파송받아 A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작년 여름 안식년을 맞아 밴쿠버에서 언

어학 훈련을 받고 있으며 6월쯤 다시 A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

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사역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A국은 여러 면에서 특이한 선교지입니다.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중 하나는 보안 문제였습니다. 이 

보안문제로 인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와 파송한 교회, 협력 교

회, 그리고 일반 후원자들과 연락에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

도 편지의 내용, 기도 편지의 전달 방식 등은 저희 선교단체의 규

칙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자제력이 필요했습니

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이메

일을 쓸 때, 보안이 철저하게 되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반면 그렇

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사소통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하고 고민하는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곳 캐나다에서 동원사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연락하면 조금은 편안한 환경에서 기도편지와 소식지

를 주고 받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3개월에 한번씩 기도편지를 보냈는데, 보낼 때마

다 저는 저희 단체 분들에게 먼저 저의 기도편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제 이메일은 밴쿠버에서 동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께도 보내지고, 그러면 선교사님은 다시 두 집사님께 제 이메일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두 분 집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제 이

메일을 전달하시는 수고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2년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밴쿠버에 잠시 들를 기회가 생겼습니

다. 그 때, 제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두 분의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좀 말씀 드렸더니, 그 

두 분의 집사님들은 저의 기도 편지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어떤 분들에게

는 일반 편지도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흔쾌한 동의였습니다. 그

래서, 저를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분

들의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집사님 한 분

에게만 부탁을 할 수 도 있었지만, 그분께 좀 벅찰 수 있겠다하

L 선교사/ A 국 성경번역

작지만 큰 동역 

는 생각에 두 분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한 50 여개가 넘는 주소

와 이메일 주소를 두 집사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그 분들께서 헌

신해 주셔서 다른 많은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두 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소식지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직

접 보내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두분의 

집사님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저는 많은 시간을 중요한 선교사역

에   촛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 혼자서 모

든 일을 다 해야하다보니 어떤 때는 정말 몸이 두개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러한 분들로 인해 많은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사님들은 항상 진심으로 저와 제 사역에 많은 관

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분의 집사님들 중의 한 분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

고 만나면서 함께 성경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소식지를 보

낼 때마다 항상 기도제목을 가지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집사님들 입장에서는‘뭐, 별거 아닌데요’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러한 사소한 부분 하나 

하나가 너무 큰 도움과 협력이 됩니다. 파송된 선교사뿐만 아니

라, 교회안에서도 선교의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다른 분들에게

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이렇

게 헌신하시고 협력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구역 예배가 있을 때, 

선교사의 소식지를 각 구역에 나누어 드리고, 선교사의 현황을 알

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교회에 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

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나 교회에 아름다운 선교

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경

험한 한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에서 그리고 뜻이 맞는 후

원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다른 많은 경우를 찾고자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의 헌신

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일

으켜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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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님 말라리아 한번도 안 걸리셨죠!” 그분이 제 사역 

내내 건강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고, 또한 확신했다는 말씀이죠.

기도의 우군으로 손꼽을 수 있는 분은?

항상 저희를 실어나르던 잘스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약성경을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의 파트너가 되어 계속해서 기도해준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바로 성경번역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에는 이처럼 비행기조종사, 

본부행정담당, 선교사자녀교사, 의사/간호사, 출판기술자, 

정비기술자, 현재는 빼놓을 수 없는 IT 기술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다 함께 성경번역의 비전을 품고 동역합니다. 

비행기 조종 선교사나 다른 지원사역선교사들은 마을에 들어가 

직접 성경번역을 하는 선교사들과 짝이 되어 그 부족을 같은 

마음으로 섬깁니다.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이런 분들의 기도로 인해 저희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기도사역에 대해 전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에서 발간하는 “하늘의 

씨앗”에 특집으로 “무릎으로 하는 선교” 중보기도의 위력을 

다룬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드립니다. 다른 

어떤 수단과 경로의 선교사역보다도 우선해야 하고, 끊이지 

말고 해야하는 사역이 기도사역입니다. 기도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선교사의 가는 길을 바꾸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해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3개월의 안식월을 받아 북미를 방문 중인 정제순 

선교사를 맞아 이곳에서 파송한 분들과 교회의 기도가 

선교현지에 어떻께 역사하는 지를 사역의 체험을 통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사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파푸아뉴기니 메께오 부족을 위해 사역하던 초기에, 캐나다 

할머니들에게 카드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려고 영국에서 파송을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거의 성경번역사역을 포기할 뻔했었죠. 그래도 기도하던 중에 

원치는 않았지만 파푸아뉴기니로 와서 사역하던 차였습니다. 그 

카드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스터 제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클리프 캐나다 소속의 

중보기도 모임으로 메께오에 성경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수년 

간 기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당신들(정제순선교사 가족)

이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린 억지로 온 줄 알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를 

아프리카에서 파푸아뉴기니의 메께오 부족에게로 이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성경봉헌할 때 이미 돌아가신 점이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들의 

성경없는 부족들을 위한 기도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확신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팀이 있다면?

사랑의교회와 휴스톤침례교회의 메께오목장입니다. 저의 

사역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은 분들이죠. 어떤 권사님은 제가 

신약성경번역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값지고

위대한 것

정제순 선교사

이 글은 윤기태 선교사가 최근에 안식월 차 토론토를 방문한 정제순 선교사와의 대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제순 선교사는 지난 1999년 

파푸아뉴기니 메께오 부족 신약성경을 완역하여 봉헌하고 학위 공부 후에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릴락 소장으로 섬기며, 

메께오 부족의 구약번역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언어의 성경번역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사

역 “파푸아뉴기니 성경번역 이야기~로삐야를 찾아서”를 출간하여 선교에 헌신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들을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중 한국 CGN-TV 의 “이홍렬의 펀펀(fun-fun)한 북까페”에 서는 이 책

과 관련한 저자와의 대담내용이 상세히 방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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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일컬어 소위 ‘동역의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선교 사역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직접 시간

과 재능을 드려 선교하는 일들을 (소위 풀타임) 선교사, 인턴, 자원봉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 주 발행되는 기도제목의 

우리말 번역과 편집 및 발송, ‘하늘의 씨앗’ 그래픽 디자인과 각종 홍보자료 제작, 한글 웹사이트 관리, 각종 사역 내용 기사화 및 

소식지 편집, 각 지역의 성경번역사역 홍보, 기도 사역 등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번 호에서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바쁜 이민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위클리프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

한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분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 멀티미디어, 기도, 청년담당사역(웹 제작, 관리/기도모임), 한-영 번역 등 아직도 많은 사역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창준/백지윤 간사 (밴쿠버: BC지역 동원사역)

맡겨진 사역들,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사    

역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사모에게 건강 주셔서( back pain이 심함) 학업을 잘 마

무리하도록

맡은 위클리프사역에 할 수 있는 역량껏 잘 감당토록

유민주/이경자 간사 (캘거리: 앨버타 지역 동원)

이경자 집사의 암치료후 재발이 없도록

예진, 건우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사도록

캘거리 기도모임 팀에 한 가족이 더 채워지고 에드몬톤에      

도 기도모임이 시작되도록

이상협/이길수 간사 (캘거리: 웹관리/저널리스트)

위클리프와 병행하여 운용하는 wordlovers.ca 사이트가 문제

없이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영주권 수속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박수호/정경님 간사 (온타리오: 동부지역 

청년동원사역)

지금까지 보호하셨던것 처럼 우리가정 지켜 주시도록

늦게 시작한 신학공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 칠 수 있도록

카작스탄, 우 크라이나, 도미니카공화국을 위한 선교훈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윤기태 선교사

다양한 동역의 기회: 

백준남 간사 (온타리오: 주간중보기도제목 번역사역)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므로 선교에 도움이 되길

최근 힘들어진 건강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김원희 간사 (온타리오: 주간중보기도제목 번역사역)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자원해서 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기를

아들(성원)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 계속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되도록

이홍석 간사 (온타리오: 홍보/일러스트레이터)

어떠한 시험에도 믿음으로 인내할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수 있도록.

이효린 간사 (온타리오: 홍보/일러스트레이터)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 할수있도록

교회에서 섬기고있는 새가족팀에서 사랑으로 섬길수있도록

권오찬/한진경 간사 (밴쿠버: BC지역 동원사역)

아들의 취업이 속히 결정되도록

아내의 건강이 잘 유지되도록

맡은 위클리프사역에 할 수 있는 역량껏 잘 감당토록

위클리프 자원봉사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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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기에 힘쓰는 10남 선교회 잘 모이는 10남선교회에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선교의 목적에 부합되는 첫번째 일로 JAARS(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s)를 다녀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편 선교회에서 가니까 가나보다 바늘가는데 실이 가나보다 하고 생각없이 미국의 남쪽을 경험하고자 나섰던것 같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모든 봉사자 들의 밝은 표정과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였다.

Mexico Museum에서 초기의 JAARS를(기반을 세움) 도와준 Mexico President(Lazaro Carolenas)도 사진으로 만났다. JAARS 
Centre, Waxhaw, North Carolina에서 나의 경험은 이어지고 있었다. 선교사님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성경번

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JAARS에서는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지. 강의시간마다 감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틀후 그 감동

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무리 속에 있던 나를 끌어내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고백할수 있는지 궁금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보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는 내가 저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것이니라 하신지라 (창 12:1~3).
하나님께서는 역사 언약 축복 자비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제일먼저 Mission Perspectives를 공부하면서 소극적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로 했으며 두번째는 중보기도회에서 선교

에 대한 기도시간을 늘리며 정말 제 3자의 자세가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는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세번째는 나 자신을 비우는 일

이다. 또한 교회에서 낮추고 섬기는 일이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일하고 있는 IT 분야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원한다면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싶다.

오늘도 내일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할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박은주 집사

잘스에 와보니… 

비젼여행 참석자들과 Todd & Esther Jones 가족 박성주/은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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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been a mission convention ‘junky’ for quite a while. 
I have attended Urbana 03, Global Young Adult Korean 

Mission convention in 2008 and few others here and there.  
I saw many of my friends who also attended conferences 
where they were deeply challenged by God and were called 
for mission work. However, they did not stop there. They 
took their callings into action. I felt good to be there. I wit-
nessed how God calls and works through different people 
around the world. I supported what missionaries did on the 
fields, but it never occurred to me that I too could be used 
for mission work. I knew that sending missions is also a part 
of mission work so I wanted to make lots of money with a 

난 어떻게 보면 선교집회만 따라다녔던 사람 같았다. 2003
년에 어바나, 2008년에는 GKYM 등 이런 저런 선교집회

를 많이 다녔다. 내 친구들 중에도 여럿이 선교집회에 참여하여 

크게 도전 받고 부르심을 받기도 했는데, 그 애들은 거기서 멈추

지 않았다.  부르심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러나 난 그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좋았고, 하나님이 각양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 선교지에

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돕기도 했지만, 나도 부름 받아 선교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다. 보내는 선교 역시 선교

의 일부분임을 알았기에,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명하신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나는 캐나다 안에서 좋은 직장 

다니며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적어도 

체크 아이티 아웃
Discover a World of IT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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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Hari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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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able career in Canada, and support the missionaries 
and that would be good enough for my contribution to the 
great commission that Jesus commanded all his followers. At 
least that was how I thought before I attended Check-IT-Out. 

I debated with myself for more than a week, and thought 
there had been no clear intention for me to attend the confer-
ence. However, I realized God wanted me to be there and he 
cleared all obstacles for me, and leaving me no excuse not to 
go. I went to Check-IT-out with little expectation, and out of 
curiosity for mission conference with its focus in information 
technology. I was educated in an engineering undergraduate 
program and currently worked as a project manager for non-
profit organization in Toronto, Ontario. I self-taught and prac-
ticed web development and graphic design at work. I do not 
consider myself a programmer, but I am still ‘tech savvy’ than 
most of my friends. 

Before the conference I did not know much about Wycliffe.  
It was an eye opening experience for me to know there are 
many nations out there who do not have the Bible in their 
heart languages, let alone having their own written language. 
I discovered that translating the whole New Testament used to 
take more than 25 years. But, technology reduced the length 
of the time to 15 years. At first I was amazed by how technol-
ogy could enhance Bible translation. However, it daunted on 
me that 15 years is still a long time and Bible translators had 
devoted their lives to God. After all, it is a serious business 
that God is calling many servants to do. 

When comparing the technology practiced by the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JARSS) centre in the US and on 
the field, I discovered that the technology used in the field was 
surprisingly very advanced and up-to-date with what is used 
in the industry. In fact, one of the IT missionaries mentioned 
that when he got back from Papa New Guinea for his partner-

Check-IT-Out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이 행사에 참여할까 말까 일 주일을 넘게 나 자신과 씨름했

지만, 딱히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해주시고, 여러가지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큰 기대를 하

지 않고, 정보기술 (IT) 중심의 선교 컨러펀스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는 정도였다. 학부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현재 

토론토에서 과학 증진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로 일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 웹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등을 배

워 알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소위 IT 기술자에 속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컨퍼런스 전에는 위클리프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했는

데, (컨퍼런스를 통해) 자기 말을 글로 쓸 수 없는 것은 말할 것

도 없고, 그래서 성경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

음 알았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예전에는 20 년 이상 걸렸

던 것을 IT 기술의 발달로 10여 년으로 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내게는 그것 역시 오랜 세월이지만, 성경번역 선교사

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

다. 결국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부르고 계시는, 만

만치 않은 사역이란 것.

잘스(성경번역지원종합기술센터)에서 미국 본부 및 필드에

서 사용하는 기술이 매우 첨단을 달리고 있음을 알고는 또 놀랐

다. 행사를 돕던 IT 선교사 리처드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사

역하다가 후원자 개발을 위해 캐나다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선

교지에서 배웠던 기술을 곧바로 이곳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선교지에서

도 변화에 적응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컴퓨터를 창조하셨고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이지만 ̂ )̂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위클리프는 잘스와 같은 여러 자매 단체와 

함께 일을 한다. 성경번역의 일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협력사역으로 이뤄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

님께는 어떤 은사도 허비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가 그분의 청지기이며 주신 은사를 되돌려 드리려고만 하면 말

12



13

ship development, he could implement what he had learned on 
the mission field to his work in the industrial world. In a vast 
and rapidly changing world, the mission field changes as well.          
God created the computer (indirectly, through humans) and 
wants us to use the technology for his work. Wycliffe works 
with many sister organizations including JARSS. His plan for 
translating the Bible involves collaboration of different gifts 
that he has given to different groups of people. I learned that 
not a single gift from him is wasted if I accept to be his stew-
ard and give it back to him. My excuses of “I am not good 
enough” or “I do not have the skill sets required for the mis-
sion field” were no longer valid.

Between cool software demos and interesting technical 
talks, there were three devotional talks by Pam Cope, Helen 
& Marshall Lawrence. Originally, I had a bias against mis-
sionaries and thought of them as the “others” that were so holy 
and perfect, they were fit to be used by God. However, these 
speakers were just like one of “us”. They had interesting life 
experiences with ups as well as downs. All of them testified 
God’s strengths during their weakest moments.  Despite all 
the challenges they have faced, I could feel their joy in their 
lives serving as missionaries and their passion for God’s work 
in Bible translation.  What an encouragement they have shown 
me over two days! All of a sudden I felt something really hot 
inside of my heart. When I came home that night, I prayed that 
God would remind me of this fire in my heart every day.

On the second day of the conference, I started thinking 
“now what?” I couldn’t just pack and leave the country, but 
I wanted to start somewhere. Soon after, I was introduced to 
“Race to 2025”, the adventure fundraising race with eternal 
impact in September 2010. Immediately, I knew this was 
where he wanted me to start. I realized that when He decides 
to include me in his plan, all I need to do was just say “Yes, 
Lord” before worrying about the logistics and my own plans. 

Today I still work at the same job and go to the same 
church as before I attended the conference. However, now I 
know whatever I do, I work for God’s glory. He is training me 
with my job and with different relationships I am involved, to 
prepare me for his grand plan. Through Check-IT-Out, I saw a 
glimpse of what I should look for in my life and the opportuni-
ty of being involved in IT missionary work. Most importantly, 
my doubt is gone and exchanged with the courage to get out of 
my comfort zone and to be faithful.  I am grateful that I have 
attended the conference. I limited God’s imagination to my 
own when he often provides things in his own way beyond my 
imagination just like the weekend at Check-It-Out.

이다. 나는 충분치 않다거나, 혹은 선교지에 맞는 기술을 가진 게 

없다든지 하는 변명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멋진 소프트웨어 시연과 신나는 기술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말씀 나눔 시간이 있었다. Pam Cope와 Law-
rence 부부였다. 실제로 내 맘속에는 선교사는 나와는 전혀 ‘다

른 부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편

견이 있었다. 그러나 세 분의 말씀을 통해 그들 역시‘나와 똑 같

은 부류의 사람’이란 것 알게 되었다. 신나는 삶의 경험과 함께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다 겪어봤고, 되려 그들이 가장 약할 때 하

나님의 강함을 맛보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그들의 나눔에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과 성경번

역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행사 기간 이틀 동안 큰 격려를 받았다! 갑자기 정말 내 마음이 뜨

거워짐을 느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속의 불이 날마다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컨퍼런스 둘 째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했었다. “그

럼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선교지로 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시작하고 싶었다. 마침“ Race 2025”
행사에 대해 듣게 되었다. 올해 9월에 열리는, 성경번역 프로젝트 

기금 조성을 위한 경주로, 참가자들에게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사란다. 바로 나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내 생각이나 계획에 앞서, 그저 “

예, 하나님” 하고 답하면 되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교회에 출

석한다. 그러나 이제는 무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날 훈련시키시고 있기 때문이다. Check-IT-
Out 행사를 통해서 내 삶에서 무얼 추구해야 할 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고 IT 선교사로 헌신할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

장 중요한 점은, 의심은 사라지고, 내 안전 지대를 벗어나서 신실

하게 하나님을 따를 용기를 얻은 점이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무한한 상상력을 내 자신의 

것에 제한시켰던 내게, Check-IT-Out 컨퍼런스를 통해 내 상상

력을 넘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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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5/9일까지 성경번역홍보를 위한 순회공연을 

마쳤습니다. 지난 2008년 7월에 가졌던 대서양 지역 순회연

주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보다 더 훨씬 효과적이고 준비된 

행사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느꼈던 행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의 환대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니토바새순교회를 비롯하여 위니펙의 여러 교회에서 

동참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기대한 결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5/1(토) 오후에 찬양 세미나를 가지면서, 업

스트림 팀과 참가자들이 먼저 만남을 갖고, 저녁 시간 100
여명 가량 참석한 가운데 찬양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을 계기로 지역교회 목회자들도 함께 하여 앞으로 지속

적인 협력사역도 논의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기대하

게 해주었습니다. 캘거리지역과 밴쿠버 지역의 위클리프 한

인사무국 팀들의 수고로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upstream 성경번역 홍보
순회 연주회 위니펙/캘거리/밴쿠버

마니토바 새순교회에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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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을 미리 맛보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까페 위클리프(5/3, 캘거리 위클리프본부) 시간에는 중국, 일본, 인

도인들을 비롯하여 각양 민족 출신의 캐네디언들이 동참한 가운데 계시록 7장 

사역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영어, 서반아어, 만다린, 일본어, 우리말 등등 참석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부르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아름다움과 함께 주 안

에서 언어와 인종을 넘어 한 형제 자매 됨을 만끽했습니다.

업스트림의 헌신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비 이동과 셋업 및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고된 육체 노

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주회를 계속한다는 것만해도 쉽지 않을 텐

데, 연주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위클리프 부쓰에 와서 성경번역선교에 대해 더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 이상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업스트림 팀 멤버 중 절반이 미리 시간을 할애하여1.5시간씩 5회에 

걸쳐 위클리프 자원봉사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신 열매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호에서 지면을 할애해 더 자세히 싣겠습니다만, 많은 기도 헌신자와 관

심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업스트림 팀의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세 가정이나 위클리프 성경번역 사역을 위한 기도팀

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관심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서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팀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Upstream 은 귀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박철순 목사님은 팀이 연주를 마치고 예배를 축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업스트림에 대해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이분들이야말로 다

름 아닌 선교사들입니다!” 말씀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업스트림 팀을 어떻

게 보내시고 사용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귀한 선교의 걸음에 함

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

성경없는 부족을 위한 비전을 나누는 이규준 선교사upstream @ Cafe Wycliffe

Cafe Wycliffe 에 참여한 청년들

김동진 간사의 클리닉에서 행해진 성경번역 홍보연습

위클리프 본부에서 대표 Don Hekman 과 함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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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인가 시어머니인가?

하늘의 씨앗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교회와 선교회가 협력하여 선교 시너지를 만들자는  기획 글을 싣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교회를 모르는 선교(회)는 선교를 모르는 교회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An unchurchly mission is just as much a 

monstrosity as an unmissionary church).” 교회의 참 정체성을 찾아주고 선교현장의 효과적인 사역을 증진시키는 선교회의 

순 기능과, 각양 재원을 갖고 기본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에 필요한 일꾼을 키워내고 동참하는 교회의 순 기능이 함께 어울려 

시너지를 낸다는 의미에서, 이 섹션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힘을 얻는 선교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의 사역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목회자와 선교사, 교회와 선교단체의 폭넓은 사역을 맡아온 송민호 

목사의 글을 실으며, 교회와 선교회 간의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기본 자세에 대해 짚어봅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협력하여 서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 본다. 잘 되면 시집간 딸과 친정

엄마의 허물없는 관계가 되지만, 잘 안되면 며누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긴장관계로 갈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의 필요를 잘 이

해하고 공존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오고 갔다고 말

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선교회 (CCC) 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몇 년간 그 곳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내가 CCC간사가 되어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지역교회를 향해 돌리게 

하셨다. 그 당시 이민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사정이 너무나 척박했다. 그래서 나는 이민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지역교회의 교육전도사

가 되었다. 밴쿠버 연합교회와 토론토영락교회에서 영어권 2세들을 위해 약 20년 정도 사역을 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에게 교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송민호 목사/토론토영락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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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영적 상태에 대해 고민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선교단체로 소속을 바꾸었다. OMF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에서 신학생들을 교

육하는데 만 4년을 보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의 발 길을 토론토영락교회로 옮기셨다. 지금은 한어권 1세들을 중심으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오고가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박사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달리티 (modality)와 소달리티 (sodality)라는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다. 모달리티인 지역교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특정한 조건이 없이 세례를 받은 누구나 다 속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한

다면, 소달리티의 개념에 속한 선교단체는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 만이 모인 단체를 말한다. 전

자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멤버십을 준다. 건강이 좋든 좋지 않든, 빈부나 학력의 차이에 관계없

이, 누구나 다 교회의 일원이 될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선교단체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제2의 헌신을 요구한다. 멤버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대

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선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내고, 신체검사와 인터뷰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훈

련을 받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선교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멤버를 구한다면, 교회가 좀 더 건강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

능하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에는 각자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 있으면 약식 절차를 통해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교회의 멤버십은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단체의 멤버십에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고 선교단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어긋날 경우에

는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선교단체를 그만 둘 때, 자연히 멤버십은 만료된다.

두 단체가 확실히 다르지만, 공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마 28:19-20)
에 최대한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협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전문성 있는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문적 선교를 담당할 특수 단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르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 전문적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의 성경번역이라는 사업은 어느 한 교회가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세분화된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해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중동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아랍 월드 

선교회와 같은 단체 역시 대단한 전문성을 요한다. 이슬람권, 특히 중동지역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전문성을 요한다. 

신변의 문제라든지 이슬람을 접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일은 지역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전문단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

렇다면 우리는 두 단체가 반드시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해 노력하자

한국의 경우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들과 마찰을 일으킨 적

이 있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서로 나누어야만 한다는 사고 속에서 협

력보다는 경쟁의 체제로 간 것이다.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의 학생들을 

뺏어 간다고 생각하고, 선교단체에는 지역교회의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

해서 캠퍼스의 활동을 더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의 숫자가 적

은 교회에서는 자연히 청년들이 교회보다는 선교단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다. 어느새 학생들을 놓고 두 단

체가 경쟁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서로가 생각을 바꿈으로 잘 해결될수 있다고 본다. 일단 선교 단체는 청년들

을 ‘내 학생’이라는 생각을 갖지말고, 지역교회에서 학원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학생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대학생들이 학

원선교를 잘 하도록 후원해 주고, 학원선교를 잘 감당하는 학생들은 다시 교회의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축복하고 섬기는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역교회를 축복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으면 된다. 또한 지역교회는 학원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교

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마음을 크게 열고 후원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다. Win-Win의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그 말 그대로 함께 살고 공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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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로의 역할을 혼동하지 말자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고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고 건강한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 교

회는 선교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며, 선교단체

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의‘교회됨’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선교단체의 훈련받은 간사들은 기동력이 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오지에 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지

만, 대부분은 그런 각오없이 간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

역교회는 다르다. 모든 교인들이 선교회 간사처럼 할수만 있다

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선교단체는 특수사명을 위해 제 2의 헌신에 순응한 회원들로 구성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누구든지 멤버

가 된다고 하면 약간의 등록절차를 거쳐서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양육시켜야 하

는 힘든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선교단체가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서로의 정체성과 부

르심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교회가 선교단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선교단체는 그 단체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

하면 된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처럼 행동할수 없다.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 선교단체

가 성찬식과 세례를 베풀고, 소그룹을 운영해서 교회처럼 활동한다면 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선교단체에 속하는 멤버가 선교단체로

부터 교회에서 받는 영적 혜택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서로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

을 인정하고 나면 경쟁보다는 협력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 속에서 아

름다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다.

이 기획시리즈의 취지에 맞는 행사로, 위클리프에서는 글로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캘거리한인장로교회와 협력으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1.5세 양성과  Finishers(인생후반주자)들
을 사역동력원화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의 전략적인 선교 참여 방법, 선교 실제에 있어서 정
책 수립과 선교사 파송 및 돌봄, 각종 선교 훈련 등에 대한 자료 및 선교지향적 교회로 전향하는 방법들에 대해 실
제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 교역자, 선교부 관계자, 선교관심자 및 선교사 후보생들이 참여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일시: 2010년 5월 31일~6월2일
장소: 캘거리 FCJ 센터, 위클리프 본부
참가비: 숙식 및 참가비 200불(교통비 별도로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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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미자(어진/하은/조엘)선교사-선교사재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며 선교사 훈련을 

위한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주심에 감사

2010년 가을학기에도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도록

코카서스에서 번역과 검증을 마친 사도행전이 곧 출판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총체적인 선교사 훈련의 비젼이 구체화 되도록

이규준/한진숙, (광표,준표) 

글로컬 컨퍼런스의 진행에 지혜와 건강 주시고 기쁨과 열정 넘쳐나도록

밀알교회 선교행사(첫걸음선교이야기, 일일선교여행) 통해 교회가 더욱

선교에 부응 하도록 

5월말 리더십 훈련 과정 잘 이수 받도록

박요섭/조선향 선교사(본부/동원/해외사역 준비)

파송예배 은혜중에 잘 마침 감사. 

출국, 파푸아뉴기니 입국 및 현지적응 훈련등 모든 일에 주의 인도와 예

비하심 있도록

필요한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이 잘 준비되도록 (현지부임전, 미국/한

국 방문 예정) 

잘스 통해 보낸 짐들이 우까룸파 센터까지 잘 전달되도록

알버트/마르다 (이삭)  (아프리카/성경번역, 컴퓨터)

지속적으로 번역과 점검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클럽들과 동역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도록 

영화등 다른 매체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온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윤기태/양희숙 (인사행정, 동원)

인사부 사역과 동원사역 두가지 모두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씨앗이 효과적인 동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입 수속 중인 가정들의 수속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강창석/사라 (한인사무국 디렉터)

업스트림과 함께 하는 순회연주회가 잘 이뤄짐에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 

헌신하는 청년들 일어나도록 

제7회글로컬컨퍼런스에 많은 교회 동참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행사로 이

뤄지도록 

한인사무국의 팀웍과 효과적 사역 위해

임신한 두 자부의 건강 위해        

홍현민/귀주 (지수,은수) (국제본부/ ADI 부디렉터)

5월 중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 통해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들

과 긴밀한 교제 위해

6월 중 달라스 및 디트로이트 지역교회 선교훈련 및 선교 집회 

통해 교회가 선교에 부응토록 

6~7월 중 코스타 집회에서 멘토, 상담, 강의 등을 잘 감당토록

이 있으시길

아시아 이동과 관련한 절차가 순조롭도록

L 선교사 – 아시아/성경번역 (A 국 성경번역)

재입국 시에 적절한 사역을 통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사역 대상 소수 민족의 언어를 잘 배우고 번역사역의 기초가 

닦이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좋은 언어조력자 만날 수 있도록

최금택/류금주 (찬미, 기욱)

6월 파송예배와 파푸아뉴기니 비자발급등이 순조롭게 이뤄져 

적시에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찬미, 기욱의 학업과 진로 위해 

기도와 재정 동역자들을 얻도록 

류금주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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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컨퍼런스@캘거리 본부 및 FCJ 센터 
GLocal Conference 2010@FCJ Centre & Wycliffe Head 
Office in Calgary

첫걸음선교이야기/일일선교여행@밀알교회
Missions 101+The Journey@Milal Church in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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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250.5411/ 1.800.463.1143
앨버타 사무실 Wycliffe AB Office

유민주 간사 403.399.3584
Minju_Yoo@Wycliffe.ca

한인 사무국 (Korean Ministries) 
동부 사무실 416.675.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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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996.0345/416.888.2262
Kroffice_Canada@Wycliffe.ca

서부 사무실 Wycliffe BC Office 
604.881.105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설창준 간사 604. 221.5838

maldivee@gmail.com
권오찬 간사 604.313.8098

gowithkwon@yahoo.ca

교회와 선교회가 협력하는 선교 모델 창출을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1.5세 지도자 양성과 fin�-
ishers 동원에 초점을 맞춰 치러집니다.  약 40명의 참가자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오는 6/5~7/3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교회 내부의 교육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이자 선교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첫걸음 선교이야기를 진행합니다.  7/10에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현지에 가서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해보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일일선교여행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