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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한복음

3장16절)

많이 듣고 암송 한 이 말씀 기억나나요? 하지만 마

나갈라시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주시던 짐 팔리

어 선교사님과 재키 선교사님에겐 이 구절이 고민

이 되었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마나갈라시 부

족말로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한편 짐 선교사님 부부는 마나갈라시 부족말을 글자

로 쓸 수 있게 돕는 일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읽고 쓰기를 배워야 성경도 읽게 되고, 나중에 다른 

것들도 잘 배울 수 있어요. 마침 철자법(글자로 쓰

는 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언어학 전문가를 만나

러, 마을에서 우까룸파 선교 센터로 먼 길을 떠나

야 했답니다. 이 일을 위해선 짐 선교사님 부부에

게 마나갈라시 부족말을 가르쳐 주었던 이사이라

는 친구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이는 

너무 부끄럼이 많아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향수

병이라도 걸릴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친구

인 타비아도 우까룸파 지역으로 같이 가서 선교사

님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점심 시간에 타비아의 여자 친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타비아는 아직 글을 읽고 쓸 줄 몰랐

기 때문에 재키 선교사님이 대신 편지를 읽어주었

어요. 편지에서 여자친구인 와사피는 먼저 마을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타비아를 향

한 사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가고난 뒤

에는 대낮도 그냥 깜깜한 밤중 같아. 네가 보고 싶

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네게 마음을 주는 와사

피로부터.”

짐 선교사님은 ‘네게 마음을 주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이란 말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요. 선교사님은 이 말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에게 쓰

이는 말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부모님과 아이들 사

이에서도 쓸 수 있는지 물었 보았어요. “물론이죠. 모

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지요.” 

“바로 이거야!” 짐 선교사님은 너무 기뻐 소리쳤어

요. “그게 바로 ‘사랑해’란 말이야!” 

짐 선교사님은 바로 그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럼 사랑하사…”(요한복음3장16절)라는 말씀을 마

나갈라시 말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도 (요 21:15-

18) ‘오자 마호 oja maho’ 즉 ‘마음을 드린다’고 라

는 말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재키 선교사님은 마을의 대모(엄

마처럼 돌보아주는 나이 많으신 여자분) 아바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

미가 집 앞에 앉아 있었던 걸 본 기억이 떠올랐습

니다. ‘보고 싶을 거라고 말도 못했는데… 안아주고 

또 보자고 인사도 못했는데… “엄마, 내 마음을 드

려요”라고 못했는데…’ 하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수님이 아바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

요. 재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

더니 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서 빨리 마나갈라시 말을 배워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 줍시다.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기쁜 소

식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본답니다. “왜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

음을 주셨다는 것을 전해주시나요?” 이 질문에 우리 

함께 기도로 대답해요. “ 하나님,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더 많

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자신들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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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요! 예수님도 그래서 보내주셨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도 주님 많이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
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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