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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과 윌리엄은 올림픽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양궁(활쏘기) 경

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과녁을 한참 쏘아보던 선

수가 힘껏 활 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은 쌩 하고 

날아가 과녁에 명중합니다. 정말이지 신나는 경

기입니다. 선수들은 화살을 정확하게 과녁에 맞

추기 위해 정말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답니다. 그

뿐 아니라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코치들의 말을 믿

고 잘 따르지요. 

성경번역이 완성되려면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정리하는 사람, 배나 비행기 자동차 등으

로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인

쇄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등등 참 많은 사람

들이 필요하답니다. 

비행조종사들도 이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

고 있어요. 성경번역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부터 멀리 떨어진 아주 외딴 곳에 살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며칠씩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가

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곳은 가는 길이 너무 험

하고 멀어서 작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JAARS 사역은 이런 많은 사역

들을 돕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로 항공 서비스를 제

공해주고 있습니다. 

밥 그리핀은 조종사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조종사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지 알 수 있지요. 

“내 친구 네이트가 한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형비행기를 정글 속에 있는 활주로에 착륙시키는 

것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차고에 주차시키

는 것과 같아.’ 정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틀 이

상이나 걸어야 하는 거리를 10분 정도 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지요. 그러나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건 그리 신나는 이야기만은 

아니랍니다. 호훌린 부부는 필리핀 북부의 이푸가오 

부족을 섬겼는데, 그 부족 마을의 활주로는 150미터 

정도로 짧았지요. 그뿐 아니라 그 활주로의 끝은 깎

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어요. 정말이지 이런 이

푸가오 부족의 차고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일은 

언제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딕과 로우 부부에게 필요한 장

비들을 날라주기 위해 세 번이나 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착륙을 한  후에 딕을 기다리는 동

안 시간이 좀 남아서 비행기가 착지했던(비행기

가 처음에 땅에 닿은 지점) 곳에 가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비행기 바퀴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놀

랍게도 세 번 모두 거의 같은 곳이었어요. 정확

한 지점에 착지 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지

지도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몰론 이 일은 우연이 아니예요. 물매를 던져 골리

앗을 이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꾸준하게 반복

된 연습의 결과이지요. 그뿐만 아니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실 물매 돌맹이 하나 때문

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삼상17:45). 다윗은 늘 성실하게 연습하고 훈련

했을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

람이었답니다. 훈련과 신뢰, 그것이 바로 명중하

는 방법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매일 매

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것이 밥 아저씨 처럼 명중하는 길이랍니다. 두 

손 모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사님

들도 훈련과 신뢰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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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ARS

훈련과
신뢰

나는 어떤 일을 잘 하나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려요! 
(잠언 22:29)

사사기

룻기

16:15-31
19:21-30
4: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