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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사람들은 배고프고 아프고 옷이 없

지만, 그것을 도와 줄 수 있는 나라가 서로 싸우고만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셨나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끼리 혹은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

는 분쟁지역이 많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난민들이죠.  하나님은  난민들과 분쟁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도 부지

런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밥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다투는 분

쟁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7년전에 그곳을 떠

나셨지만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

지만 하나님은 그 근처 다른나라에서 사역하도록 

도우셨답니다.즉  분쟁지역을 떠나온 난민들과 함

께 성경 중 일부를 그들의 말로 번역하고 출판하였

고, 성경 노래도 지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밥선

교사님과 또 다른 성경번역 선교사님은  7년 전 떠

났던 분쟁지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

니다. 이 두 분은 그 부족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어야 할 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짐은 91kg 즉  200파운드 보

다 적었습니다.  번역된 성경책과 찬양집 그리고 

읽기를 도와줄 책들을 넣었더니 벌써 짐 가방 두개

가 찼고  91kg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갈 분쟁지역

에 있는 사람들은 병들고 배고픈데 그렇다면 음식과 

약 그리고 옷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걱

정과 고민 끝에 우리는 우리만이 가져갈 수 있는 성

경책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약과 음식 그리고 옷

은 다른사람들이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새로 출간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 저는 그들이 실망

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배고

픔과 병을 도와줄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

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우리 

손을 잡고 열렬히 흔들어 맞아주며, 물었습니다. ”

성경 가져 왔지요?” 

자주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나는 굶주리

고 아프고 헐벗을 때, 육체적 필요를 더 구할 것인

가?  아니면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인가? 전

쟁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소유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선순위에 있어

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http:// blog.

wycliffe.org/2012/02/25/delivering-hope/)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

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8장과 21장에 나오는 장

로들은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

나님께서 해주시길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 하라는 말씀을 주셨답니

다. (8장 2절 이하, 20장 2절 이하)  지금도 마찬

가지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

는 것이 아닐까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

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어떤 것 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서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말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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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
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
리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도 잘 먹여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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