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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흐르는 길을 물길이라고 해요. 물이 없어 바

짝마른 땅이라고 해도 거기로 물길을 돌려주어 

물을 흐르게 하면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비

옥한 땅으로 변한답니다. 자기 말로 된 하나님

의 말씀을 갖지 못한 민족들에게 성경책을 전

해주는 일은 마치 물길을 돌려주는 일과 같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곡식을 자라게 하는 

물과 같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

니까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설립한 타운젠트 

선교사님이 어느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

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을 물리치려는 대통령을 도와 멕시코 원주민

들을 섬길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알려주신 삶의 원리와 가르침들을 원주민들

의 말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까르데나스 멕시코 대통령은 성경을 읽

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또한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을 갖게 된  떼뗄칭고 도시

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어

요.   그 도시의 시장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 선생님, 정말 이상한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도 할 수없고 다른 사람

들에게 나쁘게 구는 일도 그만두었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요.” 

그리하여 떼뗄칭고는 무지에서 배움의 장소로, 

사막같은 곳에서 꽃이 활짝 핀 농장으로, 가난

하고, 아픈 사람이 넘쳐나던 도시에서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가 되어갔답니다. 

까르데나스 대통령은,  

“이 미국인 부부처럼 원주민 마을에 살면서 사

랑으로 마을을 개발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

다.” 라고 하며 선교사님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타운젠트 선교사님은 심지어 미국과 멕

시코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가 맺어지도록 외교

관 역할까지도 했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는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이라는 책에서 읽어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었

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세지

를 선포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유명한 

환상이 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의 이름은 “생

명수가 흘러 나오는 우주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너무 비슷하지요? 

어린이 여러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래요? 자기 말로 된 성경 말씀을 갖게 된 후에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된 떼뗄칭고와 같은 아

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멕시코가 되도록 기도

해요. 그리고 멕시코라는 나라의 이름 뜻대로 세

계 열방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흘려 내보

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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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말씀

하나님,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타운젠트 선교사님처럼
예수님같이 잘 섬겨서, 더 많은 민족들에게
말씀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에스겔 37:1-14
39:1-6
4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