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ycli�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어린이 여러분, 혹시 잘못한 일을 용서 받은 적이 있나

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쿵쾅거리고 식은 땀이 

날 때, “괜찮아, 실수 할 수도  있는 거지…”하고 용

서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고맙지요. 친구들 사이

에서 용서 받고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용서하고 

나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친해지는 일이 일어나곤 하

지요.  이처럼 용서는 어쩌면 가장 큰 ‘파워’이기도 하

답니다. 우리의 용서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용서를 생

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용서는  잘못된  모

든 것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성경이 번역되는 곳에

는,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많은 싸움이 멈추고 전

쟁이 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파푸아뉴기니 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의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망갑 – 음불라 부족의 한 마을에서 어느 여자가 카누

를 타다가 악어들에게 잡아 먹히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 여자 가족들은 그 마을의 성경번역 팀 중 한사람이 

그녀를 저주했다고 의심했고 그를 죽도록 때렸답니다.  

세상에나! 이유도 모르고  죽도록 맞은 사람은 심각하

게 위험에 처했답니다.  의사들은 이제 그가  회복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했구요. 그

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갔습니

다.  다시 성경번역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시편을 번

역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30편 4편 말씀

에서 강하게 도전을 받았답니다. “ 그러나 사유하심

이(=용서 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죽도록 맞은 그였

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

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

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전통에 따라 가해자들이 주

는 화해의 선물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 전 어떤 보상의 선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

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저나 제 가족에게 주신  선물 때문에  용

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사

랑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입니다.  지금부터 길에서 저를 만나도 눈

길을 피하지 마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제가 

이미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걸 알아주세요.”(pp55, 

The Power of the Word, Luci Tumas & Patric 

Wilson 편저)

  또 2011년 카메룬에서는 밤발랑 마을이 4일 동안 적

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집 300채가  모두 불

탔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야 했답니다.  집과 거처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분노와 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그들

의 언어로 다 완성된 누가복음은 이들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사그러지게 했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

면서 미움과 분노 대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는 조금 늦어졌지만,  이 일

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선물이 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원수를 증오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

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무력하게 만들것입니다. “(http://vimeo.

com/3863555)

  어린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기

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

요.   우리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곳

에서,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용서의 선물이 전달되도

록 함께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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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용서가 주는 선물

내게 잘 대해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용서란 잘 할 수 있게 한번 
더 기회를 기회를 주는 것이랍니다 

시편 42:1-11
72:1-19
9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