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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다시 태어

나는 것과 같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 된 

생각, 우리가 값어치 없었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

했던 것, 우리가 하던 나쁜 습관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옛날에도 우리를 사랑

하셨고, 그때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

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도 비슷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

들을 쫓아 내었던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

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

배하는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예전의 생각이나 습관, 그리고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꾸어야 하는 것은 무

엇일까?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바꾸고 혹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빠르고 급하게 일어나기 보다는 조심 조심 천천히 일

어나기 때문이지요. 

  케냐 타라카 부족과 함께 일 했던 존 옴마니 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타라카 부족에 들어가 그들

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선교사님은 타라카 

부족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할아버지

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때 부터 내려오던 좋은 것

들도 있었지만, 나쁜 전통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 하

나가, 여자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처럼 될 때 치르

는 예식(성인식)이었어요. 그 때 좋지 않은 일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타라

카 부족의 이 나쁜 전통에 대해 듣고는,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빨리 그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윽박질

렀어요. 

하지만 타라카 성경을 번역하는 팀의 선교사님들

은 그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좋은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타라카 부족의 존경 받는 할머니들이 어린 여자 아

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이

를 통해 여자 아이들은 타라카 부족 사람인 것을 자

랑스러워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전통을 모두 다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자세

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어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라카 부족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답니다.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습니

다. 성경학교에 다녀봤지만  늘 우리가 예전 부터 

지켜온 것을 나쁜 전통이니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

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건 우리 엄마에게 ‘당신은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

이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그렇다 하

더라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마

을 어르신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고, 마을 사람 모

두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는 아이들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말로 성경이 전

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신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문화에서

든 어두운 것은 쫒아 냅니다. 또 사람들의 삶이 바

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

하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문화로 하

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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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한국 문화나 서양 문화에서,
성경 말씀에도 맞는
좋은 예들을 하나씩 말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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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