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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본 적이 있나

요?  숲으로 우거진 깊은 열대 정글, 오로라가 반

짝이는 북극 ,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정말 반

짝 반짝 빛이 나고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답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모든 인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뿐 아니라 하

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세상은 한 목소리로 

또 화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

대하심을” 말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 속에 감춰진 미움과 아

픔, 더러움과 죄는 이 땅이 얼마나 병들고 아

픈가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사도바울은 온 세상 

속에 감추인 슬픔과 아픔을 로마서에서 보여주

고 있습니다. 어둡고 어두운 이 땅에 희망이 있

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희망이시랍니다. 왜냐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

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리스도인들이 희망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

을 핍박하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랑과 용

서로 대하기 때문이지요.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3)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데 대가이십니

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스티브와 졸렌(가명) 선교사님은 하나

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실 지 알 수가 없었

답니다. 반란을 일으킨 반군세력이 마을에 들

이닥쳤고, 번역 센터를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

니다. 또한 이 때문에 도시에 있는 본부로 피신

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반군을 도와서 번역 센

터가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훔치고 불을 지르도록 돕기도 했

지요. 그런데 그사람이 우연하게 땅바닥에 떨

어져서 타다가 만 성경을 보았고 이를 슬쩍 주

머니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

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도록 하셨답니다.

번역센터가 불타 버린지 2년 만에 스티브

와 졸렌은 리카르도라는 사람에게서 장거

리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리카

르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라며 눈물

을 글썽였습니다. 리카르도는 그날 오전 성

경 시간에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면

서 스티브에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리카르

도가 바로 반군 세력을 데리고 오고 훔치고 

불을 지르도록 도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스티브와 졸렌은 사역을 시작 한 후 처음으

로 현지인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었

던 것입니다. 

리카르도는 그 이후 그의 언어로로 성경을 번역

할 때 리더가 되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신

약성경 번역본을 다듬고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탄 집… 불탄 자료… 불탄 30년 의 모

든 사역… 타다 남은 신약 성경… 하나

님 말씀의 능력 … 영원히 구원받은 영혼 

(pp. 52-53, The Power of the Word, 

compiled and edited by Luci Tumas and 

Patric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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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세상의 희망
: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 귀한사랑에 감사드려요
죄로 가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낫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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