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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성벽은 힘센 나라 바벨론의 공격 때문
에 모두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살
기에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높은 관리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
답니다. 느헤미야는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
루살렘으로 돌아와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을 했습
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방해
하고, 그 일을 업신여기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
어요. 느헤미야는 마음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 모든 어려
운 마음을 이기고 맡은 일을 계속 해 나가도록 힘
을 얻는 데에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것도 단 52일 만에 말이예요! 놀
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도의 힘과 함께 또 한 가지 이
유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
들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사실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
도로 마치는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그런 경험
을 할 때면 너무너무 신나고 기분이 최고예요.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롬-바르 성경번역 팀에게 
있었던 일이예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
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고 나눌 중
요한 모임이 겨우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런데 그 모임에서 사용해야 할 누가복음의 이야
기들이 아직 번역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가
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제 때 번역을 마치기 힘
든 상황이었어요. 성경번역팀은 기도했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

을 보여주셨어요.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고이리니, 월왈레 언어 성
경 번역 팀들이 롬-바르 성경번역 팀에게 생긴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롬-
바르 성경번역팀을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이리
니와 월왈레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
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이야기, 또 예수님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야기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자들은 위
성 통신을 이용해서 번역을 돕기도 했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한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놀랍게도 1주일 안에 두 이야기가 다 번역되었
고, 작은 책으로 인쇄까지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성경이야기들을 녹음해서 오디오 성경이야기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쉽게 성경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오넬레와 다른 두 부
족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 도와준 덕분
에 롬-바르 부족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들의 말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기쁘
고 신났을까요?

에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9:37-38).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교
회들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맡기
셨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
셨어요. 나는 아직 작아서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혼자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면 하나
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마음도 받으셔서 사
용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며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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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힘을 합쳐요

다음 웹페이지에 가서 성경없는 부
족을 위해 기도해요!
https://www.wycliffe.org/prayer/
how-do-i-pray-for-bibleless-
people

에스라

느헤미야

6:1-12
7:1-10
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