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의 발자국 ”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들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 

중 어느 길을 따라야 할 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명철이나 욕망에 따라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5~7) 

데이빗은 캄 부족을 위한 언어 조사를 하다가 

그를 돕는 셸파인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구름으로 뒤덮인 

산등성이는 완전히 새하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에 어디선가 발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발자국들이 가파르게 오르막을 시작하자, 

우린 어리석게도 그 발자국들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까마득한 절벽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 그 

발자국들을 되짚어냈고,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에 난 좁은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안개로 인해 절벽 아래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 백 길이든 수 천 길이든, 미끄러지기만 하면 

끝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오로지 그 길 밖에 

없었고, 다른 길들은 모두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32-33

쪽, At the Foot of the Snows, David E. Watters) 

그 발자국들을 따라 그들은 높고 뾰족한 

봉우리가 둘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을 지나 

골짜기 쪽으로 향하는 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과 셸파는 누군가 그들 앞서가면서 

발자국을 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아래 시스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서쪽 산봉우리 건너에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이 시기에 

그 길을 지나 그 마을에 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데이빗은 그 발자국들이 

"천사의 발자국"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번역과 관련 사역들은 그런 

길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돕는 것입니다. 

콩고 북부지역의 한 마을에 사는 림비는 야자수 

술만 마셔대는 주정뱅이에 말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문맹자들을 묘사하는 촌극 

공연을 보고 마음이 끌려 문해사역 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급반을 잘 마친 그가 중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언어인 응바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p.17, The Power of the Word, compiled and ed-

ited by Luci Tumas and Patrick Wilson)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영적인 길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불완전한 

인간의 명철을 따르다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갑시다. 또한 각 

사람들의 마음의 언어로 참 지혜이신 주님이 

온전히 알려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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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주일) 7/11 (월) 7/12 (화) 7/13 (수) 7/14 (목) 7/15 (금) 7/16 (토) 

시 135-142 시 143-150 잠 1-4 잠 5-7 잠 8-11 잠 12-16 잠 17-20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Angel Tra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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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10 Mon, July 11 Tue, July 12 Wed, July 13 Thu, July 14 Fri, July 15 Sat, July 16 

Psa 135-142 Psa 143-150 Pro 1-4 Pro 5-7 Pro 8-11 Pro 12-16 Pro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