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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페이(Faye)선교사님께 로저 딜(Roger 

Deal)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는 우리 말 뿐 

아니라 우리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요.” 로저는 나바호 사람이었는데, 철도를 건설하

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로저가 페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철로

를 공사하던 중에 함께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결핵

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예요. 처음에는 다른 나바

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로저의 가족들은 무당

을 찾아가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으로 고치려고 했어

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록 병은 더 깊어져갔고, 마

침내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

를 받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로저는 나바호 사람

들의 글을 읽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번역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페이 선교사님은 

로저가 나바호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알고, 현지인 번역자 

제로니모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페이 선교사님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로저에게 많은 봉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

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이 가지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저가 제로니모와 함께 신약성경 번

역을 하는 동안 봄이 다가왔어요. 로저는 가족을 부

양하기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봄

이 다가오자, 페이 선교사님이 로저에게 물었어요. 

“이번 여름에는 다시 철로 건설 일꾼들과 함께 일

할 계획인가요?” 페이 선교사님의 책상에 앉아 

있던 로저는 성경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대

답했어요. “아니요, 일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우리 나바호 사람들도 갖게 되길 원해요. 그 

일을 돕기 원해요.” 

페이 선교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그 일을 해서는 

별로 돈을 벌 수 없는데... 우린 당신에게 많을 돈을 

줄 수 없거든요.”  “돈이란 게 대체 뭐죠?” 로저가 

말했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

경책은 영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나바호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돈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길 원해요.” (p. 93, God Speaks Navajo, 

by Ethel E. Wallis)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

셨어요. ‘와서 진실로 너희를 만족시킬 내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 영원

한 약속이니, 내가 이 땅을 붙들어 너희들이 계속 

살게 하는 것을 보면 내 약속을 믿을 수 있으리라’(

사 55:3, 9절, 저자의 의역). 이 말씀처럼, 로저와 

같이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 55:2) 

자기 부족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답니다. 페이 선교사님은 영원한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서 성경번역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지 다시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

씀을 모든 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

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지 않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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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말씀을 위한 헌신

하나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소중한 말
씀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엄마도 아빠도 저
도 제 형제들도 모두 다 돈이 아니라, 하나
님 말씀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사야 52:13-53:12
55:1-13
66: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