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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요. 보통 아

이의 이름은 가족이나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서 짓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난 때에 관한 이

야기를 넣어서 짓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지어

진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도 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난 이스라

엘의 문화에서도 그러했답니다. 예수님은 태

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예수

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

이었지요. 

파뮤아뉴기니 북부의 세픽 이왐 사람들에게 이

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니는 깊은 정글에서 사냥을 마친 후에 마을

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높은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보이

지 않았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혹시 로니가 

북소리를 듣고 마을로 돌아올까 하여 밤새 북을 

쳤습니다. 

로니는 밤새 도록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

다. 큰 구렁이에게 자기 개가 잡아 먹힐까 무

서웠기 때문이지요. 다음날 아침 또 나무위에 

올라가 보았지만,  강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친구들의 나

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로니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

였던 메를린 선교사님은 정말 기뻤답니다.  그

때 로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오, 아디꼬마(하나님 아빠), 지금 제가  완

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발 강가로 돌아

가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 그러고는 “전 제 

이름을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라

고 말했어요.

매를린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

예요. 죽은 거죠.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바로 그때 매릴린 선교사님 은  ‘영혼’을 설명

해 주는  세픽-이왐 말을 찾았답니다. 지난 7

년 동안 성경 번역팀은 ‘ 영혼’이라는 말을 어

떻게 번역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하나님

께서는 길 잃은 로니를 통해 그 단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메를린 선교사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 

말을 넣어 보았어요.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이름’(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이름’(영혼)과 

바꾸겠느냐.” 

이름에 대한 이야기 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픽 이왐 사람들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자기 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

를 때면, 이상하게 발음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해서 

생명책에 잘못 쓰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답

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계20:15) 이 때문에 매

를린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

으신다고 말해주어야 했답니다. (pp.93-98, 

Mission Possible, by Marilyn Laszlo)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 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 

또한 똑같을 것이어요.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계11:15)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가

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민족의 마

음의 언어로 주어지고, 세상 모든 민족들은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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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에게 성경 책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의 아버지이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시는 분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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