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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서 달리기를 하면 매일 꼴찌를 하

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가을 운동회 날, 친구들

은 갑자기 달리기를 중간에 멈추고 아픈 친구의 

손을 잡고 다같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

고 결승점에 함께 도착해 모두가 일등을 했답니

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http://econ-

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0/

e2014100811174093760.htm)

   마찬가지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느리더라도 모

두 손잡고 함께 가는 나라지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

께예배하도록 모든 교회가 함께 손잡고 일해야 해

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도울 

때, 많은 교회가 서로 서로의 친구가 되어 주고 도

와주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게

도니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며 헌금했습니다. 사

랑으로 예루살렘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고린

도후서 8장).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도와서 모두에게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선 영광을 받으셨지요 (

빌립보서 4장 10-20절).  

   러시아의 수도 모스코바에서 2,000Km 정도 떨어

진 곳에 살레카드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춥고 가

까이에 아무도 살지 않는 시베리아 벌판 한 가운

데 있어요. 100년 전에 러시아는 스탈린이라고 하

는 독재자가 다스렸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을 미워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쫓아버렸

어요. 그리고 춥고 살기 어려운 그곳에서 억지로 철

로를 만드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철도

를  “죽음으로 가는 철로”라고 불렀답니다. 살레카

드도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노예 같이 일하며 살

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

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곳에서 지금은 놀라운 일이 벌

어지고 있답니다. 바로 네네츠(Nenets)와 칸티

(Khanty)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잘 

읽고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

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

요.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 러시아가 이 두 소수 민

족들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교회들과 세계의 교회

들이 함께 와서 네네츠와 칸티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달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세계 여러 곳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위클리프 러시아, 위클리프 핀

란드, 성경번역협회 헬싱키 지부와 모스코바 지부, 

국제 SIL, 파이오니어 성경번역 선교회(PBT) 등이 

함께 손을 모아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요, 또한 미

국, 한국, 이탈리아 등지의 교회들이 이 사역을 후원

하고 있어요. 모두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사랑으로 아

름답게 꽃피우고 있는 것이지요. 

아나톨리 마리체프는 목사님은 100년 전 이 마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의 손자인데요, 지금 이 지역 

Good News Church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은 이렇게 힘주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번역 사역이 필요

하다면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

내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가 알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

마나 큰 복이고, 그 결과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

이 되는지를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날도 마

찬가지여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

계 모든 민족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예배하길 간절

히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마음

을 모으고 기도하며 손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

히 기도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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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함께 가요 !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았나요?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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