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말씀 ”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창 12:3)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고, 

여러 다른 모양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 됨'을 '물길을 돌려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민족 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돌려 대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물질적인 복인 동시에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인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많은 복들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창시자 카메룬 타운젠트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물줄기를 돌려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타운젠트와 그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를 그곳 인디언들

(즉, 원주민들)에게 돌려댈 수 있도록 멕시코 

사역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을 물리치려는 각하의 정부를 도와 

실제적인 방법으로 인디언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도리와 영적인 

계시를 인디언들의 말로 번역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멕시코로 들어오는 젊은 성경번역 

선교사들을 환영하기 위한 만찬에서, 타운젠트는 

위와 같이 자신의 비전을 동석한 대통령 및 정부 

관료들과 나눴습니다.  

까르데나스 대통령은 타운젠트가 아무 희망 

없던 원주민 도시 떼뗄칭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 지 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에서 배움의 

장으로, 사막 같던 곳이 원예 농장으로, 가난과 

질병에서 부하고 건강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져가더니 몇 주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술에 취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를 때리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다 그만 

두었습니다." 

타운젠트 부부와 선교사들에게 감동받고 확신을 

얻은 대통령은 그들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이런 미국인 부부처럼 인디언 마을에 살면서 

열정을 가지고 직접 농촌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곳에야말로 장차 적절한 

이익을 환수할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타운젠트는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유혈 

전쟁을 막고 미국과 멕시코가 평화와 우호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 민간 외교 

사절 역할까지 했습니다. (1937~1942, 석유 회사 

분쟁 해결 이야기,  이상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 

12~14장에서 인용)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은 때부터

(33:21 ~22)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 

니다. 마른 뼈 골짜기 환상 (37:1~14), '새 성전' 

환상 (40장 이하) 등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멕시코란 이름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우주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본 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47:1~12).  

멕시코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모든 열방에 

흘려 내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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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주일) 9/19 (월) 9/20 (화) 9/21 (수) 9/22 (목) 9/23 (금) 9/24 (토) 

겔 28-30 겔 31-33 겔 34-36 겔 37-39 겔 40-42 겔 43-45 겔 46-48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The Word Like 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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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18 Mon, Sep 19 Tue, Sep 20 Wed, Sep 21 Thu, Sep 22 Fri, Sep 23 Sat, Sep 24 

Eze 28-30 Eze 31-33 Eze 34-36 Eze 37-39 Eze 40-42 Eze 43-45 Eze 4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