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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리(NawUri) 부족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자기 말로 된 신

약성경을 갖게 되었답니다. 나우리 사람들은 인구 

18,000명의 작은 부족이예요. 크판디 마을을 중심으

로 해서 아프리카 가나의 북부 지역에 12개의 마

을에 흩어져 산답니다. 부족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대부분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어 조상의 혼들

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으며 병에 걸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나우리 부족의 말로 신약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봉

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뜻

이 들어있어요.) 봉헌식에서 추장이 눈물을 글썽이

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부족은 너무 적고 힘

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말로 성경을 통해 말

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우리 부족들이 자기들

의 말로 된 성경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의 말로 듣

고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뽀꾸 멘사 박사님은가나의 언어학과 성경번

역 연구소 소장입니다. (언어학은 말에 대해서 연

구하고 공부하는 분야예요.) 멘사 박사님은 나우리 

부족의 예를 들면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말로 된 성경을 갖게 해 주

는 성경 번역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 것

인지를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

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된 작

은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

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

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

을 만들게 하셨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영적인 의

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포함되었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

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에게 있도다.” 이제 나우리 부족들도 하나님을 찬양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

다. 하나님께서 나우리 부족의 말로 그들에게 너무

나도 분명하고 똑똑하게 일러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말로 말씀해 주

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이 사

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겠죠? 여

러 많은 다른 말들의 성경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

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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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혹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으
로 다가가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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