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 파워 하나님 말씀

파푸아뉴기니의 하우나 마을에는 세픽 이왐이라는 부
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누
군지는 모르지만, 하늘과 땅, 별과 해를 만든 분이 틀
림없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은 
엄청나게 큰 ‘수퍼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세픽 이왐 부족 사람들은 글자도 없었고, 또 자
기 부족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
님에 대해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
을 안 매릴린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들 세픽 이왐 부족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릴린 선교사님은 세픽 이왐 부족 사람들이 사

는 마을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매릴린 선교사님은 먼저 하우나 마을 사람들의 말을 
배웠고 점점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
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성경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요. 아이들은 날마다 매릴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
면서 하늘과 땅, 별과 해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게 되
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재미있는 성경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아이들
의 말에 매릴린 선교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성경책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수퍼 파워 이야기가 들어있단다. 너
희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매릴린 선
교사님은 하우나 마을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세픽 이왐 부족 사람들의 말로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
했어요. (번역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자기 말
이나 글로 바꾸어 주는, 혹은 반대로 자기 말이나 글
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 바꿔주는 일입니다. 성
경책이 생기면 매릴린 선교사님을 만나러 오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퍼 파워 이야기를 알 수 있
게 될 테니까요.

매릴린 선교사님이 하루는 본부에서 주는 물건들을 가
져오기 위해 비행기가 내리는 곳까지 보트를 타고 아이
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먼 곳이어서 
모터 보트 기름이 9통이나 필요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4통, 올라올 때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와야 하니까 한 
통 더 많이, 5통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8통만 
실었고, 마을을 40마일(64km) 쯤 앞두고 그만 보트가 
서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어요. 매
릴린 선교사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고, 왜 시킨 대
로 하지 않았느냐고 아이들을 혼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선교사님께 화내지 말고 수퍼 파워 하
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지금 우리가 강에서 모터가 서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다 만드
셨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
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정말 놀라운 수퍼 파워예

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요. 하나
님은 기도하면 들어 주시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아이
들은 모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은 시동 로프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시 모터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기름
이 한 방울도 없었는데요. 배는 나머지 40마일을 아무
런 어려움 없이 움직였어요. 선교사님과 아이들은 마을
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만 있
으면 된다고 믿은 하우나 마을의 세픽 이왐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신 것이지요. 아이들과 선교사
님은 무사히 마을에 돌아오게 되어서 무척 행복했습니
다. 수퍼 파워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책을 갖게 된 것
에 대해서도 감사했구요.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우나 마을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
님의 수퍼 파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
들에게도 자기 말로 된 성경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퍼 파워를 알고 행복하게 될
까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많은 부족 사
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더 많이 번역되도록, 그리고 성경
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하우나 마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들도 행복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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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 

모든것을 지으셨나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
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
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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