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에 목마르고 주린 자들 !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바알 앞에 무릎꿇지 않은 7천 

명이었다면(왕상 19;18), 남 유다에게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성전 예배와 

절기의 회복,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유다를 

재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망한 나라 

백성으로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고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 

9:2).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에 9~10).  

최근에 캐나다 내 성경 사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만 매일 성경을 

읽고 4%가 한 주 에 몇 차례, 2%가 한 주에 한번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 그리스도인 

평균으로 보면 그 수치가, 6%, 6%, 3%로 

올라갑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만의 통계는 좀 

더 희망적입니다. 22%가 매일 성경을 읽고, 22%

가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6%가 일 주일에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http://

www.bibleengagementstudy.ca/)  

캐나다 사람들과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을 받은 

선교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요? 처음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쓰다듬고, 볼에 부비고,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이마에 갖다 댑니다. (http://www.youtube.com/

watch?v=yhvranRtlKk)  

페이 엣저톤 선교사는 1900년대 초기에 한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건강 상의 이유로 1922년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지 

못한 페이 선교사는 나바호 인디언들을 위해 

성경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든든한 한민족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바호 

공동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글 읽기를 

배웠고, 어떤 이는 밤을 새워 성경을 읽고 때로는 

며칠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God Speaks Navaho by Ethel 

Emily Wallis, 30~32, 112~116쪽)  

일부 한국교회들은 성경통독(아니면 최소한 

신약 통독)으로 새 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향한 이들의 갈증과 허기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성전 헌금 통 바닥에서 찾은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선지 

훌다에게 어떡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대하 34~35). 우리 역시 

수많은 종교적 행위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때입니다. 그 말씀을 되찾아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마십시다. 한 절 한 절 곱씹어 

먹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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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주일) 5/22 (월) 5/23 (화) 5/24 (수) 5/25 (목) 5/26 (금) 5/27 (토) 

대하 14-17 대하 18-20 대하 21-24 대하 25-27 대하 28-30 대하 31-33 대하 34-36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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