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

에서 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

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이스라

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과 제단을 만

들었고, 이를 위해 각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

습니다. 

모두들 각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

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귀고리와 반

지, 목걸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가지 색깔의 실들과 멋

진 가죽들, 어떤 사람들은 은이나 놋, 나무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지요. 모두들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

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

났습니다.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말했습니

다.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

록 말하였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

큼 많았던 것입니다. 

필립 휴어 성경 번역 선교사님은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

는지 점검하는 일도 맡고 있었습니다.  가나에 있는 카

셈어 성경번역 팀을 돕다가 카세나 사람들이 쓰는 재

미있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번역팀은 히브리어로 너

바다(NBDH)로 발음하는 말을 카셈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표현을 돌아가면서 사용했는데 우리말로는 ‘스스

로 생각한 예물’과 ‘달가운(즐거운) 마음의 예물’ 이라

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필립 휴어 선교사님은 이 말이 성경에서 스물 여섯번이

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

일이 점검하면서 둘 중에 어떤 말을 쓰는 것이 더 적합

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문장들을 꼼꼼히 살펴 

본 후에 내린 결론은 “달가운(즐거운) 마음의 예물”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달가운(

즐거운) 마음의 예물”이라는 말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

의 즐겁고 자발적이며, 후한 마음 자세를 훨씬 더 잘 표

현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RBBB 운동을 

통해 드리는 드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쁘고 즐거

운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여 내는 

예물을 기뻐하신답니다.(고후9:7) 우리 어린이들도 성

경을 꼭 읽으시고 그 결과만큼 성경 없는 부족들을 위

해 헌금해 주세요.

필립과 쥬디 휴어(Philip and Judy Hewer) 선교사님

은 카세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카셈

어 신약성경이 1989년에 출판되었고 구약 성경도지난

20167년에 마치고 성경전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함

께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출애굽기	20:1-17

	 (19:4-6)

	 32:1-10

	 (24:15-18)

	 40:34-38

	 (40:16-33)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카셈	부족처럼	모든	부족들

이	성경을	갖도록	우리가	즐

겁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

엇인가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Copyright@2012 by Wycliffe Canada.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 동의/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