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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숨바꼭질 할 때, 몸을 숨기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가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가들은 자기 눈을 꼭 감
고, 자기 눈을 가리면, 다른 사람도 자신
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죠. 그런 아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웃기
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비슷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가리기 
위해, 눈을 감고, 아무리 꼭꼭 숨겨도 하
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하
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시험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렘17:9-10).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속 
깊은 부분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시지요. 영
어 성경 NLT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라고 하셨어요. 

라이베리아Liberia의 여러 언어 중 한 
언어를 번역할 때의 일이였습니다. 주
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이 ‘죄를 지었을 때 들키지 않게 
하시고’라고 잘못 번역이 되었답니다. 
다행히 나중에 발견이 되었고, 다시 제
대로 번역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번역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부모님 
몰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부

모님께 죄를 말씀드리고, 회개하기보다
는 꾸중들을 것 같아서, 들키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나요? 어쩌면, 어른들도,아이
들도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기 보다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진짜 모습인 
것같아요. 주기도문은 열심히 외우면서 
말이지요. 

성경의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
도 죄를 감추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숨기고 숨긴 죄
는 결국 드러나게 될 텐데, 다윗은 아무
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봅니다. 하나님
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의 죄를 드러
나게 하시지요. 다윗을 사랑하셨으니까
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
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요일 1:9-10)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죄
를 고백합시다. 우리 뿐 아니라 아직도 
성경이 없는 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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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키지만 않으면..?

엄마나 아빠도 이렇게 부모님을 속
인 적이 있었나 물어보세요^^ 친구
들도 솔직히 말할 게 있으면 고백하
고 용서를 구합시다.

삼하 5:1-10
12:1-14
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