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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픽 이왐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마를린 라즐로 

선교사님은 매우 화가 나있습니다. 장사군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세픽 이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글을 모르는  장로 중의 한 사

람은 호주 지폐 20달러로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20달러라고 써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돈으로 무엇

을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왐 사람

들은 수백 달러 가치의 악어 가죽을 낚시 바늘 몇 

개, 작은 소금 봉지 하나, 손전등 혹은 동전 몇 닢에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를린 선교사님은 하우나 사람들이 얼마나 속

아왔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줄자와 계산기를 

샀습니다. 또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 발행한 악어 

가죽 가격표도 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폐의 가

치와 악어 가죽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왐 사람

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 읽기와 간단

하게 숫자를 더하고 빼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기본

적인 더하기와 빼기 그리고 읽기를 배운 하우나 사

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시끄러워, 이 꼬마 녀석아! 

니가 뭘 안다고 그래?!” 악어 가죽 장사가 말했습

니다. 그럼에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보여드리죠.” 그는 줄자로 가죽의 

크기를 재고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

행 가격표에서 그 크기에 맞는 가죽을 찾아 부드

럽게 말했습니다. “이 가죽은 300파운드 짜리입니

다.” 그날 하우나 사람들은 악어 가죽 장사들의 속

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를린 라즐로/루

씨 투마스 공저, mission possible, 71쪽에서 발췌)

   읽기와 단순한 셈만 배워도 더 이상 나쁜 사람들

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하우나 사람들이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72편 4절

에는 “그가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꺽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어

린이들이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아

버지이시기도 하답니다. 직접 어려움에서 건져내

시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잘 배우지 못해 모르는 사람

들을 속이고, 이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

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이처럼 가난

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도

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긴급한 어려움을 

돕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 스스로 더 나

은 길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의 한 곳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의 교회와 함께 필

요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고등학

생들과 대학생들과 같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

게는 장학금을 주어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줍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나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다가 돌아가

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

울 수 있게 됩니다. (빅토로 고메즈의 글, : How to 

Develop a Holistic Impact as a Bible Transla-

tion-Focused Organization : LETRA Paraguay 

as an Emerging National Model”에서 인용) 

   성경번역 선교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역은 이렇게 작지만 큰 변

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일

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지

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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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번역 사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시간이 좀 걸려도 오랜 결과를 낳는 일이
있어요. 우리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요.

시편
시편
시편

1:1-2:12 
19:1-14 
40:1-17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