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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루스와 페시는 어느날 밤 강도에게 노
트북 컴퓨터 두 대를 빼앗기고 슬픔에 빠졌
어요. 왜냐하면 그 노트북들에는 수 년 동안 
‘솜바 시아와리’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모
든 자료가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러나 하나님은 이 두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두고 계셨답니다.

일 년 전 타이루스와 페시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들이 오래 된 낡은 노트북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새로운 노트북을 선물해야 겠
다고 생각하고  새 노트북 컴퓨터를 타이루
스와 페시에게  몰래 선물로 배달시켜 주
었답니다. 타이루스와 페시는 강도 맞은 지 
사흘 만에 뜻밖에 노트북  3세 대를 얻게 된 
것이예요! 하지만 이미 도둑맞은 자료는 어
떻게 하지요? 새 컴퓨터를 가져서 좋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물
거품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빼앗긴 두 대의 컴퓨터 보다 
더 오래된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번역 
팀은 그 안에 있는 자료와 프로그램들이라
도 새 노트북에 옮겨 넣으려고 그것을 IT 부
서에 가지고 갔는데, 왠 일인가요? 예전에 
번역해 놓았던 모든 자료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기적이었어요. 정말 우리 사람들
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For more, http://www.
wycliffe.net/stories/tabid/67/De-
fault.aspx?id=1935&pg=16&library=7)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Maw)
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온 형제였답니
다. 자기  나라에게서 자신들의 부족을 박

해하고 죽이려고 하자 모는 주변나라로 망
명했다가 13년 만에 미국에 난민으로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모는 몰랐지만, 그가 한 
살이었을 때 부터 자기 마을에 성경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년 만에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
국으로 그 성경이 전달되었답니다. 위클리
프 선교사들을 찾아온 모는, 자기말로 된 성
경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위클리프의 사
역에 진심으로 감사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물 위에 던져진 것
처럼 어렵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찾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도록 은
혜를해 주신 것입니다.(For more, http:/
wwwwycliffenetstories/tabid67/De-
fault.aspx?id=4903)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
게 될 것이다. …..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
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전도
서 11:1, 5 쉬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온전히 회복
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
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
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분
이심을 알려 주는 말씀이어요. 

누구든지 일단 하나님 백성이 되면, 아무 
것도 잃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
전케 된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가
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지고 영원
히 되찾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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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다 다시
찾음

하나님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이 어
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잠언

전도서

8:1-21
9:1-18
11:1-2
1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