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랑스런 하나님의 자녀들 !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 찾으시길 

원하는 모든 민족(/족속/열방)들에 대해 놀랍게도 

성경을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당신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소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의미로 다른 민족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도 스스로 "내(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하나님의) 백성" (대하 7:14)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민족들이 알 수 있을까요? 2012년 말에 

신약성경 봉헌식을 한 나우리(NawUri) 

부족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우리 사람들은 인구 18,000명의 작은 

부족입니다. 크판디 마을을 중심으로 가나 북부의 

12개 마을에 흩어져 삽니다. 농업이 주 산업이며, 

전통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의 혼들이 

자신들과 함께 산다고 믿으며, 질병 등 재앙을 

멀리하기 위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부족에게 지난 2012년 11월 23일 

신약성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추장은 

봉헌식에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의 중요성을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아십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로 인쳐졌습니다." ( Word Alive, 2013년 

봄호,Vol.31-1, p.31) 

가나 언어학/문해사역/성경번역 연구소 소장인  

오뽀꾸 멘사 박사는 성경번역 사역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소외된 작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삶의 원리로, 

비전으로, 변혁을 위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우리 사람들처럼 

소외된 부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구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포함하여 그들 자신을 

변혁의 주체로 여기도록 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http://blog.wycliffe.org/2013/04/01/new-

translations-part-1-nawuri/) 

이제 그들도 하나님나라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계시록 7:9~10절에 나오는 바, 

"...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는 모든 열방 중에 

하나로 인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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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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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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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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