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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성

경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평화를 기다리고 기다렸지

만, 무슨 일인지, 어렵고 힘든 일들만 일어났답

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있

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죄에 대해서 하나

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

하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죄는 그대로 두

고 평화만을 원했고, 거짓말 쟁이 선지자들은 하

나님은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을 거짓

말로 위로했답니다.  평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 될까요? 

콜롬비아 무이나네 부족에서 성경을 번역하던 짐 

(Jim) 선교사님은  성경 속에서 ‘평화’라는 말을 

어떻게 무아나네 말로 바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페르난도(Fernando) 

추장과 함께 처음으로 비행기로 아라라쿠아라 라

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보통은 걸어

서 사흘이 걸리는 거리인데 비행기로 가면 20분 

만에 간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죠. 그러나 

날씨가 나빠서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소식을 듣

고, 처음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에 들떠 있던 추장

은 바쁘게 사흘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나 추장이 떠난지 한시간이 지난 후 다시 비행

기가 뜰 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짐 선

교사님은 사람을 보내어 추장을 돌아오게 했습니

다. 그러나 다시 추장이 돌아오기 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추장을 기다리

던 조종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해가 지기 

전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추장을 태우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을 지나 돌아온 추장이 얼마나 화

가 났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너무 화

가 난 추장은 무전기와 녹음기에다가 소리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짐 

선교사님의 귀에는 추장이 이상하게도 한 단어

를 계속 해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 나는 지금 

한 마음이 없어.” “ 난 지금 한 마음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물었습니다. 상황이 좋

게 바뀌면 ‘한 마음’이 생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서로 문제가 없고, 빚진 것도 

없고, 서로 생각과 마음도 같아서 서로 편안하게 

친구가 되고, 전쟁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홋! 이것이야 말로 그렇게 찾던 성경이 말하

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레미야 

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했던 

평화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께 돌아오지 않았고, 거짓말 쟁이 선지자들은 거

짓으로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평화의 약속을 준비

하셨답니다(29: 7, 33:10, 46:27). 그래서 하나

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

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가

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에

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

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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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

예수님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한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평화, 한마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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