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게 받는 인내와 희생” 

히브리서 12:1~2절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지 

자체는 희랍-로마 문화 즉 세속적이고 육감적인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매우 영적입니다. 

“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스탠드를 가득 메운 이들은 누구일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0:33~39).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고난 받고 희생하는 

이들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곧 얻게 될 영원한 상을 

위하여 기쁘게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인 다른 

성경의 영웅들을 비슷한 예들로 제시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수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고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그 쓰고도 단 맛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인도의 어두운 

산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져다 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카카는 16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그 중에 2년 반은 

옥에 갇혀 있었고, 4년 동안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초고를 

다듬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 

산골짜기들을 10,000 km나 걸어 다녔습니다. 

신약성경이 1000페이지 짜리이니, 한 페이지 

마다 10km 나 걸은 셈입니다. 그리고 매 세 

페이지마다 한번씩 외딴 산골짝에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성도들이 성경 

한 페이지마다 일주일은 감옥에서 지낸 셈이고, 

한 사람으로 따지면 18년을 감옥에서 지낸 

셈입니다. (https://wycliffe.org.uk/wycliffe/

connected/stories-mtts.html#) 

이와 같은 역경은 말할 것도 없고, 카카는 자기 

아들과 조카를 먼저 영광의 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둘 모두 고성능 엽총으로 12발이나 근접 

사격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 명의 

성도들도 같은 식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와 그의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이제 

그 산골 마을에 수 백명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 

습니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많은 심리적/정신적 압박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복음 나누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히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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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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4 히 5-8 히 9-10 히 11-13 요일 1-3 요일 4-5 요이 - 요삼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Joyful in persecution 
and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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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