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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정

성을 다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살이 하

루 종일 잘 비친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싹이 

나지는 않아요. 며칠 동안 아무런 변화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씨앗이 죽은 것

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

만 정말 기적처럼 어느날 아침 흙을 비집고 올

라와 수줍게 얼굴을 내민 새싹을 만나게 되지

요. 그 때의 기쁨과 놀라움은 말할 수 없지 크

고 크답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무척 발달해서 옛날에는 

오래 걸리던 일들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걸어서 다니던 길을 

자동차로 타고 가게 되어 시간도 많이 아끼게 

되고, 몇 달씩 배로 다녀야 했던 곳을 비행기

로 하루 만에 날아가기도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신약성경번역은 보통 10년 이상 걸

린답니다. 정말 외진 곳에서는 30년 이상 걸

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4년 안에 신약성경번

역을 마쳤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니코와 팸 

담스(Nico & Pam Daams)는 2000년에 그런 

일이 카핑가마랑기(Kapingamarangi) 부족

에게 일어나는 걸 보았답니다. 20명이 넘는 

현지인 번역자와 70명 이상의 번역 점검자

가 4년 만에 신약성경 번역을 마친 것이예

요. 그들은 10년이 넘게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스스로 모금까지 하면서 성경번역선교

사를 기다렸었어요. 또한 당시 SIL국제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번역 선교사가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모두들 그 간절한 바램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 모

든 것보다 더 먼저 한 노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답니다. 

“로헤떼는 근처에 있는 미크로네시아 언어 중 

하나인 폰페이안 언어로 처음 성경을 받았습

니다. 카핑가마랑기 언어는 폴리네시안 언어

기 때문에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는 성경

을 읽고 싶어 스스로 폰페이안 어를 깨우쳤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났답니다. 로헤떼는 자

기 민족도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길 원했지만, 

그들이 폰페이안 어를 배우지 못할 게 뻔했습

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와서 자기 부족의 성

경번역을 도와주길 간절히 기도했지요. 우린 로

헤떼를 전혀 몰랐고, 우리가 1996년에 도우러 

갔을 때는 그의 아들도 벌써 노인이 되었을 때

였습니다. 나중에 로헤떼의 기도 이야기를 듣

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

으로 보내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성경번역은 한두 ‘영웅’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

는답니다. 때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많

은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요. 궁극적

으로는 물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이지요. 마

치 땅 밑에 심겨진 씨앗이 우리를 모르는 사이

에 점점 자라 마침내 땅을 비집고 새싹을 틔

우는 것처럼 말이예요. 지금 카핑가마랑기 부

족은 구약성경번역을 거의 마치고, 신약성경

도 개정하여 내년에 한 권의 성경으로 출판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카핑가

마랑기 부족들과 함께  이 일이 이뤄지기를 간

절히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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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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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걸 기
뻐하셔요. 더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
과 현지인들이 함께 일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도
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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