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며 살아요

현준이는 학교 축구팀의 선수였어요. 현준이 학

교 축구팀은 매년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답

니다. 그래서 현준이는 축구팀의 멤버라는 것

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축구

팀원 들에게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

들이 있었어요.  만약 그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

아야 했어요. 현준이는 축구를 너무 너무 좋아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축구팀의 맴버로 남아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팀의 규칙들을 잘 

지켰답니다.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갖게 된 사람들

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고 따

르려고 했을까요? 멕시코의 촐 부족과 사역하

였던 헤플린 비크만 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름다

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마을의 페드로라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페드로

에게  벌을 주기로 하였답니다. 페드로에게 주

어진 벌은 다음과 같았어요. 여섯 달 동안 교회

에 오기는 하지만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

거나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저 맨 뒷 자리에 앉아있어야만 

했어요.  페드로는 그 벌을 달게 받았어요. 그

리고 여섯 달이 지난 후에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벌을 다 받았다고 말했답니다. 페드로의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 후에 이

렇게 기록 했어요. “페드로는 여섯 달 동안 교

회가 내린 결정을 잘 따라 주었고,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과 다른 말씀들을 따라서 

페드로를 용서한다. 이제 페드로는 다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페드로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믿음으로 벌

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

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다

시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욱 깨끗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길고 긴 광야길을 가면서 무리와 함께 

camp에 머무는 것은 아주 중요했답니다. 그러

나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들의  camp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서 다시 깨끗해진 후에 돌아와야 했지요(민수기 

12장, 15장 참조). 이 규칙을 잘 지킴으로 이스

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예요.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

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

하게 대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나요? 촐 부족의 

페드로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

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말씀

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민수기	 1:44-54

	 13:25-33

	 14:20-35

	 26:51,	63-65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자주	

혼나나요?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르게	행동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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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