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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

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만

일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 부터 욕 먹고, 집

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면 어떡하지요? 한나

는 온 집안이 다 회교를 믿는 러슬란과 결혼했

어요. 한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의 

가족들로 부터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쁜 말을 듣기 일쑤였고, 심지어 한나가 만지

는 모든 물건도 다 더러워졌다고, 가족들이 만

지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

침내는 그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답니다. 참 

슬프고 가슴아픈 일이지요. 한나는 착하고, 가족

들을 사랑했기에 많은 고통들을 참으며 견뎌냈

지만 마음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러던 중 친척의 결혼식에 갔다가 이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

역하는 성경번역 팀의 일원이었답니다. “우

리 팀이 지금 욥기 번역을 마쳤는데, 번역이 잘 

되었는지 한번 읽어봐 줄래?” 한나는 이모님

의 말대로 욥기를 읽기로 했습니다. 

   와~! 한나가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난에 

대해 읽으면서, 욥의 이야기가 한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대로 맞는 말씀인 걸 알게 되

었습니다. ‘욥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과 불

행을 겪을 수 있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고통

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한나

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소망

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

해 힘을 얻은 한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꿋꿋하

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이

야기는, http://www.wycliffe.net/stories/

tabid/67/Default.aspx?id=4890#sthash.7

bDSrNql.6ajI5rVk.dpuf )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

셨는지, 또 얼마나 오래 동안 견뎌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또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

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

을꺼야…’ 하고 생각하거나, ‘만약 정말로 착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아마 하나

님이 변덕쟁이여서 그럴꺼야...’ 하고 생각하

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통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답니

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

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

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

라” (욥 23:10). 그리고 정말 그 고백처럼 하나

님은 욥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해 주셨답니다.  “여호

와께서 욥의 말년[/나중 삶]에 욥에게 처음보

다 더 복을 주시니”(욥 42:12).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

운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어 하

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답

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

도록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하지 않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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