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나 같았으나 같지 않은 ” 

요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이자, 

구약 성경 중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짧으면서도 재미 있는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로 번역된 요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고 잘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우리 양심 깊이 가책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와 쉽게 

동일시합니다.  

이쏘(Iso)도 요나 이야기가 딱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모어인 마싼(Masan) 언어로 초벌 

번역된 요나서 원고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23세에 주님을 만난 아주 잘 나가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그 초벌 원고를 읽고 많은 수정이 필요함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수소문 끝에 성경번역사역 

기관을 알게 되었고, 마싼어 성경번역 팀에 

합류해서 요나서를 번역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쏘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요나서였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짧으니까!" 그러나 번역하면서 자신과 

요나를 연관 지었습니다. "때로 전 요나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달아나고 싶은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 

여전히 작가로서 야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글을 쓰도록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마싼 말로 많은 걸 나눌 수 있겠지만,  

진짜는 성경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http://www.wycliffe.net/stories/tabid/67/

Default.aspx?id=1923&pg=16&library=T) 

현지인 사역자들뿐 아니라 선교사들도 똑 같은 

고백을 합니다. 린다 토마스(Linda K. Thomas)는 

자신도 요나와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 헌신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뒤로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다음에는 요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어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경없는 부족들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두쿠바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면, 

"마음이 뻥 뚤리고, 활짝 열립니다!그 말씀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족 안에 계시고, 자기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성경번역 사역에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고 하늘나라 

사역에 초대해주셔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을 향한 섬김에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http://grandmaslettersfromafrica.blogspot.ca/2012/10/

you-are-jonah-she-said-interruption-or.html)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안에만,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까?아니면 

정말 기쁜 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그분의 복을 다른 민족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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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주일) 7/25 (월) 7/26 (화) 7/27 (수) 7/28 (목) 7/29 (금) 7/30 (토) 

암 1-5 암 6-9 욘 1-4 호 1-5 호 6-9 호 10-14 사 1-4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Like but Unlike Jon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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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Mon, July 25 Tue, July 26 Wed, July 27 Thu, July 28 Fri, July 29 Sat, Jul 30 

Amo 1-5 Amo 6-9 Jon 1-4 Hos 1-5 Hos 6-9 Hos 10-14 Isa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