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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이란 하

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해요.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잘 

참아 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는 용

감하게 그 기회를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예수님

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

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로마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비

전이었지요. 바울은 체포, 암살, 태풍과 표류 같

은 견디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것

들이 바울의 비전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에스아이엘(SIL, 1936), 위클리프성경번역 선

교회 (1941), 잘스(JAARS, 1948) 등을 차례로 

설립한 카메룬 타운젠트 역시 비전을 가진 사람

이었어요. 타운젠트는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타운젠트

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헛된 생각”을 구별해

낼 줄 알았답니다. 

타운젠트의 기도 응답 비결 중에 하나는 기다리

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걸 이뤄 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가

게 하는 것이지요. 타운젠트는 만약 이것이 하나

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

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확실히 생각되면 마치 바울 

같이 그 기회를 재빨리 잡았tm답니다. 

깊은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타운젠트

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정글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존 깊은 

정글 속에서도 성경번역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고 굳게 믿었어요. 타운젠트는 선교를 위해서 하

나님께서 비행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꿈을 사

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비행기를 마련할 돈도 없었고 심지

어 미국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

던 시절이었답니다. 하지만 타운젠트는 하나님

께서 그 꿈을 이뤄주시기까지 20년을 넘게 기다

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

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한번은 비행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많

이 흘린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고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타운젠트는 생각이 달랐어요. 사고 현장 사

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비행 사역

이 필요하다고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지

요.  잘스(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사역은 1948년 페루에서 시작되었고, 1968년

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왝소 시로 그 본부를 옮

겼답니다. 

타운젠트의 뒤를 이은 잘스 지도자들도 그와 같

이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문을 두드렸

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에서 섬기고 있

는 수많은 잘스의 비행기들과 배들이 마련된 것

이지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나 배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도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비행기, 배와 같은 운송수단들을 얻기 위

해 기도하는 잘스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

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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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
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
시니 두렵지 않고 힘과 용기가 나요. 

사도행전 20:17-32
23:11-25
27: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