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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는 믿음의 가족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

에게도 멈추지 않는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자

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요.  “오늘 내가 네게 명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

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

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

기 6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

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적용 및 지도자 훈

련’ (Scripture Application and Leadership 

Training) 코스에 참석한 리더들에게 일어났

던 일입니다. 

   “어제 집에 전화를 해서 SALT코스에서 배

운 내용을 말했습니다. 제 2과: ‘좋은 아버지

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잘 

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니?’ 대답은 ‘아니’

였습니다. 전 제 삶의 모습에 대해 가족들에

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SALT 코스를 통해 

저와 제 가족이 변했습니다.” ... “... 각 과

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

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서

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예

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주

와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릴 위해 예비하신 음식, 곧 성경을 먹는 것

이죠. 말씀을 먼저 먹어야 배고픈 사람을 먹

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부족에

게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http://www.

wycliffe.net/stories/tabid/67/Default.

aspx?id=4364&pg=1&library=T에서 발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변한 아

빠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빠의 하나님, 엄

마의 하나님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멋

지게 바뀐 것 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해요.

   예수님은 신명기 8:3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가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에 사용하셨습니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

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를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4:32-34)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 함께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멋지게 변화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

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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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빠 같고
엄마 같은 분이셔요. 엄마나 아빠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았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요.

민수기 17:1-11
21:4-10
22:21-35
24:1-11
31:8,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