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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만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책을 읽는 것 보다  이야기로 듣거나 

영화로 보는 것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그런  곳에서는  

성경이 자기들의 말로 다 번역이 되어도 글을 읽고 이

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그 영상에 자신들의 말로 목소리를 내게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요. 

브라질에  사는 마마인데이 부족이 그러했습니다. 이들

은 그들의 말로 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9

년 부터 1979년까지 위클리프 소속 성경번역 선교사

님 부부가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인쇄했기 때문이지요. 

놀라운 수고에도 마마인데이 부족 어느 누구도 마가복음

을 읽고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데

이빗과 줄리 에버하드 선교사님 부부가 1989년 부터 

새롭게 마마인데이 부족을 위해 일 하기 시작했습니

다.  보통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때에는 누가복음을 사용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나서야 영상의 소

리를 그들의 말로 바꿀 수 있답니다. 1989년 부터 시작

한 사역은 1997년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

었어요. 잘스 센터(jaars.org)의 현지어 미디어 사역

(Vernacular Media Service, VMS)팀이  함께 녹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성경 인물 한 사

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우들이 필요하답니

다. 그 중에는 사탄 역할을 해야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마침, 사탄의 목소리를 주술사(주문을 외워서 사탄의 

힘을 빌려 신기한 일들을 하는 사람)가 하게 되었답니

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주술사의 말소리가 VMS 

사역자들의 헤드폰에는 들렸는데, 아무리 해도 테잎에

는 녹음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했지만, 다

시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 네가 만일… 

지지지직…. 찌익… 퍽! …. 하나님의 아들이면… 차

칵차칵… 돌이 ….즈즈즈즈… 떡이 되게 ….’  VMS 사

역자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 이것은 녹음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마인데인 사람들이 예

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죠.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깨끗한 소리로 녹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이상한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

졌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영화를 보여줄 때 사람들

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마마인데이 사람들은  양이나 

말, 낙타 등 과 함께 초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유목민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것을 좋아할 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화를 보러 와서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즉 예수

님의 부활을 끝까지 지켜 보았답니다.

마마인데이 말로 된 예수 영화가 끝나자, 예수님이 죽

음을 이기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들

은 마치 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수 영화가 말하는 내용에 너무나 놀라서 꼼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이

해했던 것입니다.

(Jungle Flight by Dane Skelton, pp. 23-30, “마마인

데이 마을의 삭개오”에서 인용)

마마인데이 사람들은 예수 영화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죽은 후에 자신들의 영혼을 먹어버리는 아나

콘다에게서 자기들을 구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

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 로 말씀 하시

는 것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이 계실 적에도 그러했던 

것 처럼, 글이 없고 아직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성경 이야기가 자기들의 말로 들려질 때 그제서야 제

대로 이해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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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ㅖ수 영화   
ㅇㅖ수님을 만나는 좋은방법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더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9:2-13
11:1-10
2:2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