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ycli�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어린이 여러분, 혹시 깊은 정글에서나, 아니면 모

래 바람 부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눈보라가 폭풍처럼 휘몰아

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높은 산에서는 또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선교사들은 가끔 이

런 어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길을 찾게 된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지 않나요?

   5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6 너는 네 모든 길에서 그

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

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7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쉬

운 성경, 잠언 3:5-7)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을 의지하나요? 데이빗 선교사님은 그를 돕는 셀파(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람)

와 함께 캄 부족의 언어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높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길을 잃었

어요. 구름으로 뒤덮인 산등성이는 완전히 하얗게 

눈이 뒤덮여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 앞에 발자국들이 나타

났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들이 오르막 길을 향해 가

자, 두 사람은 오르막길이 아닌 아래쪽으로 내려갔

어요.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까마득한 절벽을 만나게 되

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데이빗 선교사님과 셀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발자국을 따라 좁을 길을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절

벽위에 난 길은 너무나 좁고 위험했어요. 조금만 잘

못하면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

러나 놀랍게도 그 높은 봉우리를 지나자, 골짜기 쪽

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곧 그들은 

골짜기 아래 시스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2-33

쪽, At the Foot of Snows, David E. Watters)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쪽 산봉우리를 건

너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년 중 그 

시기에는 그 길을 지나 그 마을에 온 사람은 아무

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데이빗 선

교사님은 그 발자국들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발자국”이

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들은 “천사들의 발자국”을 

내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쩔쩔 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사

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콩고 북부지역의 한 마을에 사는 림비는 야

자수 술만 마셔대는 주정뱅이에 말썽꾼이었습니

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에서 문맹자(글을 읽거

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극을 보고 마

음에 끌려 글을 가르쳐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

다. 1단계를 잘 마치고 2단계에 들어가게 되었

을 때, 그는 자기네 말인 응바카 말로 번역된 성

경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서, 참 지혜이신 예수

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

습니다.(p17 The Power of the Word, com-

piled and edited by Luci Tumas and Patrick 

Wilson)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성경말

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떻게 살아

야 할지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살

거나,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과 길을 따라가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

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잘 알려지고, 그들도 “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신 예수님의 인

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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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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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나요?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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