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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이~~, 길을 비키시오~ 왕이 오십니다.”

  왕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 답니다. 왕이 올 때는 항상 

왕보다 앞서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

어요. 그는 왕이 오실 것이니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왕이 오시는 길을 정성껏 

준비해요. 왕이 걸어갈 길을 만들고, 허리를 숙여 경의

를 표하며 왕을 맞이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최고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사

40:3-5)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향

해서 왕이 오시기에 앞서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

였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니,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따라 왕

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외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이시지

요.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번도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심

지어 왕이 오신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예요.

   팝치스 선교사님 부부는 카넬라 부족을 위한 성경 번

역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별한 어

려움 없이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되었답니다. 카넬라 

부족과 친구가 되는 것이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나 

팝치스 부부선교사님에게는 모든 사역이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

금했을 때, 선교사님은 낯선 곳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멀리 아일랜드 벨파스트

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 편지를 써 보낸 주인공은 브라질에서 우연히 카넬

라 마을과 주민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고 겁에 질려 가까이 가지 못하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일랜드에 돌아가서 멀리 

있었지만, 카넬라 사람들을 위해 오랜 시간, 무려 62

년 동안 기도해 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분이 카넬

라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팝

치스 부부 선교사님이 태어나기 10년 전이었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카넬

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지 40년이 되었을 때, 팝

치스 선교사님 부부가 카넬라 마을에 도착하셨지요. 

30세 나이로 말입니다. 그 분은 또 22년을 더 기도했

고, 마침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카넬라 말로 다 번

역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62년 온 생애 

동안 카넬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분은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았을까요? 

   팝치스 선교사님은 22년동안 카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주인공은 

62년동안 하나님께 카넬라 사람들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

내 카넬라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제는 번역된 하

나님의 말씀이 직접 카넬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

십니다. (http://www.wycliffe.net/stories/tab-

id/67/Default.aspx?id=1914&pg=17&library=T)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이시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

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

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

답해 주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

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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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 어린 제 마음과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절 사랑하시니까요!
아직도 말씀이 필요한 성경 없는 부족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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