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왕권과 그가 하나님의 전을 

왕국의 중심에 모시고자 한 것이 강조됩니다(대상 

13장). 그가 마음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울이 단지 이름만 왕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인데도 모든 지파에서 수 많은 

용사들이 그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대상 12장). 이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성의 재건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위의 모든 족속들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보좌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고 모든 족속이 그분께 와 

경배토록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모스코바에서 약 2,000km 떨어진 시베리아 

지역에 살레카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스탈린 

시절에 믿음 때문에 추방되어 강제로 철로 건설 

노역에 처해진 기독교인들의 감옥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 노역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철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감옥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지금은 네네츠(Nenets)와 칸티(Khanty)언어로 

성경번역과 성경 사용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노역에 처해졌던 신자들의 기도와 현재 

버려진 소수민족들에 대한 위클리프 러시아의 

각성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이 일은 지역교회와 

세계교회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마리체프는 당시 수감자들의 손자들 

중 하나인데, 이 마을의 Good News Church의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번역 사역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가 알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지역의 에스아이엘(SIL) 대표였던 

마이클 그리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또한 여러 선교단체의 동역이기도 

합니다. 위클리프 러시아, 위클리프 핀란드,  

성경번역협회의 헬싱키 지부와 모스코바 지부, 

국제 SIL, 파이오니어 성경번역 선교회 (PBT)

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PBT의 케진 에니스는 세계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한국, 이탈리아 등지의 교회들이 이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자랑해야죠. 우주적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예전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지도 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함께 했던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세계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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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3 대상 4-6 대상 7-9 대상 10-11 대상 12-14 대상 15-17 대상 18-20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Local Church together 
with Global Churches 

“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

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 

Sun, May 7 Mon, May 8 Tue, May 9 Wed, May 10 Thu, May 11 Fri, May 12 Sat, May 13 

1Ch 1-3 1Ch 4-6 1Ch 7-9 1Ch 10-11 1Ch 12-14 1Ch 15-17 1Ch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