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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또 읽어도 자꾸만 읽고 싶은 책이 있나요?

성경말씀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편지랍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구요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되구요.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말씀으로 어
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
고, 큰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어려운 시절이 있
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
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
라운 비밀들을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바벨론 왕도 그런 
다니엘을 가장 높은 신하로 세웠답니다.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계속 가장 높은 신하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온 세상을 다스리
는 참 신이신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대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때 유다 왕이었
던 요시야 임금님이 오래 동안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
씀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려고 헌금을 받았고, 
그 헌금 통을 뒤집어 헌금을 다 꺼내려고 했어요. 그러
자 헌금 통 바닥에서 율법책들이 툭툭 떨어져 나왔습
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
는지 말하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어요. 마음이 아파
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백
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널리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러자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
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성경을 배
우고 읽게 된 것이지요. 

어린이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나요? 요즘 캐나다 사람들
은 100명 중에 5명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말로 처음 성경을 받게 된 선교지
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성경을 쓰다듬고, 볼에 부비고,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이마에 갖다 대요. 정말 아무 것도 필요없고 이 말씀
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말
씀을 사모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1900년대 초기에 조선(한국)에 오신 페이 엣지튼 선
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건강이 나빠져서 
한국에서 더 일하실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
어요. 한국에 올 수 없게 되자, 대신 미국에서 나바
호 인디언들을 위해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하는 일
을 하셨습니다. 엣지튼 선교사님은 한글 성경을 읽은 
한국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보셨
어요. 나바호 사람들도 자기 나바호 말로 성경을 읽으
면 똑같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바뀔 것이라고 믿으
셨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글 읽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어요. 때로는 며칠 동안 마시지도 먹
지도 않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God Speaks Navaho 
by Ethel Emily Wallis, 30~32, 112~116쪽) 

예수님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시
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배고픔
도 이길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처럼 말
씀을 읽어 보아요. 한 절 한 절 곱씹어 먹어보아요. 읽
고 또 읽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아 왕처럼, 다
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하나
님을 만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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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싸~, 맛있는 성경 
말씀이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
지 노래했어요(시 19:10). 
우린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역하 24:15-22
29:1-16
34: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