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해본 일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

가 없어서 걱정만 하고 있었던 때 말이예요. 아니면 너

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애굽

을 떠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도록 허

락한 애굽왕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이렇게 말했지요. “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 와서 노예로 삼도록 하

자!” 군사들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사막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 왔답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무섭게 달려오는 애굽사람

들을 보았고 모두의 마음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앞에

는 바다이고 뒤에는 적군들이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뒤

로 물러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

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어려움 앞에서 무서워 떨었

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

퍼 파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

고, 바닷물 사이에 큰 길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따

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다 죽

게 되었어요.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떨 때

는 홍해처럼 크고 무서운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

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

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원

하신답니다. 

성경번역 사역에는 글로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

라 말로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하도록 하는 구

전 성경 이야기 사역(Oral Bible Storytelling)이 있답

니다. 파퓨아뉴기니에서 콤비오(Kombio) 언어로 성경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크리스티나라는 사

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세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다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아기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받다가 몸도 많이 약해지고 망가졌

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크리스티나는 구전 성경이야기 사역을 위한 훈

련을 받았어요. 첫 번째 훈련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

서 배운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성경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훈련에도 못 가

게 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남편과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했어요. 크리스티나는 어

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화내지 않고 대신 겸손히 남편에게 순종했습니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신이 

세 번째 훈련에는 꼭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

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티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 뒤에 세 번째 훈련 과정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잘

못된 수술로 인해 몸이 많이 아파질 떄마다 병원에 다

녀와야 했지만 그녀는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

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격려

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

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보다 훨씬 크셨고 그들

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도 저의 홍해

를 가르고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크리스티나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혹시 여러

분도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나요?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

다!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시길 함께 기도해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출애굽기	 20:1-17

	 32:1-10

	 40:34-38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

서	도와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한	일을	얘기해	달라

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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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