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민족 ” 

많은 문화에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그 이름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상황이나, 부모나 그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 혹은 정체성과 이름이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벌써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에 맞게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름이 한 사람의 전인(全人),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파누아뉴기니 북부의 세픽-이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매릴린 선교사는 한 청년이 

정글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번역 팀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용어를 알게 해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로니는 깊은 정글에서 사냥을 마친 후에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으레 

하는 것처럼 주변의 높은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강가의 수평선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 

습니다. 끝없는 나무들만 물결치고 있을 뿐이었 

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혹시 로니가 북소리를 

듣고 마을로 돌아올까 하여 밤새 북을 쳐댔습니다. 

로니는 밤새 자기 개를 곁에 두고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큰 구렁이에게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가보았지만 또 실패였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로 그 때 자기가 자주 

사냥하는 곳에서 울려오는 친구들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릴린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었고, 그가 

두 친구들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자 함께 맞아 

주었습니다. 매릴린은 로니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듣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오, 아디 꼬미 (하나님 아빠), 전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제발 강가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전 제 이름을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매릴린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잃는다는 것, 끝장났다는 

거에요. 죽은 거죠.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매릴린은 ‘영혼’에 해당하는 세픽

-이왐 말을 찾았습니다. 성경번역팀도 지난 칠 

년간 그 말을 찾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길 잃은 

친구를 통해 그 단어를 찾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매릴린은 마태복음 16:26절에 그 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이름]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이름]과 바꾸겠느냐.” 또한 이를 

통해 번역팀은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생명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픽 이왐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자기네 이름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걸 보았기에, 만일 하나님 

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해서 생명책에 

잘못 쓰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 20;15). 매릴린은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pp.93-98, Mission Possible, by Marilyn Laszlo) 

단지 개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계 11:15)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계 21:24~26). 성경,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주어질 

때, 비로소 모든 열방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RBBB 20주차 읽기 자료 참조)   

“마라나타,” (고전 16:22)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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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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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Nations, 
Found in God’s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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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