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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해결책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때가 있

답니다. 엘리야의 예언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가뭄

이 들었을 때가 그러한 때 였습니다. 아합과 신하

들은 가뭄을 해결 하기 위해 모든 물 근원과 시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왕상 18:5).  그렇지만 정말 필

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 오바댜를 만

나게 하시고 아합에게 이를 말하게 했답니다. 우

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대결, 즉  850명과  엘리

야의 대결은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사는 K 부족의 그리스도인들은 하

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답니

다. 2002년에 신약성경이 완역되었지만, 마음 

놓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신약 성경 읽기(통독) 모임을 갖기

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까지 가려면 비행기, 

배, 버스로 3일을 여행해야 했고 또한  그 곳은  정

치적으로 불안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도 70명이 등록했고, 그들은 이웃나라의 안정을 위

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인 상황은 안정이 

되었고,  두번이나 국경을 지나 목적지 국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자기 이웃들을 만

났는데, 서로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흘 동안의 성경 읽기 모임은 정말 복

된 시간이었습니다. 발각되거나 핍박 받을 염려 

없이 마음 놓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통성으

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는 K 부족어를 잘 읽는 사람들만 앞줄에 앉아 소리

내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

다. 그러나 금방 다음 줄에 있는 사람들도 낭독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읽기가 끝나도 

인쇄한 성경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미안

해했습니다. 경찰에 발각될까 걱정했던 것입니

다. 그러나 성경읽기와 찬양과 기도 등 나흘 동안

의 일정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은 담대해졌고 한 권

의 책도 남김 없이 신약성경을 다 가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핍박이여 올 테면 와라!” 외치기도 했

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지

요. K 부족 교회는 바로 다음 신약성경읽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나라 안에 

외딴 산골에 있는 요양원을 택했습니다. 지난 번

에 참여하지 못했던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

여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난곳 방언 219호 

13-17쪽 윤누가 선교사의 글에서 요약)

   K부족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찾도

록 해요. K 부족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

을 보아야 겠죠! 우리 친구들도 K 부족과 함께 하나

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기도해요. 그리

고, K 부족의 말로 구약성경도 잘 번역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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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일이
재미 없어 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입맛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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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구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