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3) 

 

Could you please ask me before you print out or post this letter? Thanks. 

안녕하세요? 

지난 1 월 구정을 지내며서 시작된 코로나 19 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사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주간의 겨울방학 연기했던 1 월말 외에는 대만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스크의 부족으로 약국에 의료보험 카드의 짝수 홀수로 줄을 

서서 실명제로 한 주에 한 사람당 4 장의 마스크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 19 에 잘 대응한 나라중 하나로 4 월 이후로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지만 인원에 제한없이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위협이 적은 것을 시기라도하듯 요즘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가운데 양국의 전투기들이 계속 출몰하며 양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 …… 
 알버트는 지난 해 11 월에 시작된 아미스(Amis)족의 오디오 성경 

녹음 프로젝트를 1 월 초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을 

FCBH 와 협력하여 지금은 아미스족(Amis)의 오디오 성경도 앱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오디오 성경 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훈련했었던 객가(Hakka,客家)의 신약성경은 지금 부분적인 수정 작업 

중입니다. 알버트는 FCBH 와 객가복음협회를 연결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었던 객가 신약 오디오 성경이 앱으로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9 월 초에는 고산족의 하나인 추족(鄒族 Tsou)의 오디오 성경 녹음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약성경 녹음이 순조롭게 완성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9 년 대만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신약 오디오성경을 녹음한 난초섬의 다우(達悟

族,Tao)족은 이제 그들의 신앙과 함께 언어와 문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구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만 위클리프는 8 월에 창립 25 주년 행사1를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하여 원래 계획하였던 행사를 거의 취소할 뻔하였는데 , 오히려 온라인 

예배처럼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외국의 동료들도 참석하는 국제적인 (?) 행사가 

되었습니다. 알버트는 이 25 주년 기념행사외에도 3 편의 단편영화2 제작을 기획해서 대만 

위클리프의 역사와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알버트는 3 월과 7 월에 두 차례의 이사회 회의를 코로나 19 로 인한 인원제한으로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현장 회의에 

평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사들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이사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진다 해도 온라인을 통한 회의들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편리함 때문에 계속되어 질 것 같습니다. 

 

 
1 Taiwan 25th Anniversary: https://www.wycliffe.org.tw/25ann 

2 He Who Has Ears to Hear: https://youtu.be/BuIZXcgtDp4  

  Footsteps: https://youtu.be/OQ9Vi3Zb5Pg 

  Looking to the Future: https://youtu.be/v-8av88_hxg 

https://www.wycliffe.org.tw/25ann
https://youtu.be/BuIZXcgtDp4
https://youtu.be/OQ9Vi3Zb5Pg
https://youtu.be/v-8av88_hxg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3) 

 

Could you please ask me before you print out or post this letter? Thanks. 

 마르다는 2018 년 7 월부터 지역책임자 직을 맡아 지난 2 년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 년 7 월까지 다시 2 년의 새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혜와 

겸손으로 계속적으로 성실히 동료들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마르다는 지난 7 월에는 일터의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역 연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진 동료들과의 온라인 회의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한밤중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본국에 돌아가게 되었거나, 코로나-19 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가운데 있는 동료들이 서로 만나고 나누는 시간은 저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영어 홈스쿨링학교에서 중학교 2 학년이 되었습니다. 1 학년을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하는 상황 속에서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영어는 많이 서투릅니다. 

공부하는 것에 흥미와 동기부여가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모세는 4 학년 2 학기를 잘 마치고 5 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주셔서 초등학교의 남은 2 년을 즐겁게 해나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의 가르침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발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삭과 모세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앞으로의 일들…… 
 알버트는 계속해서 9 월에 시작된 추족(鄒族 Tsou)의 오디오성경 녹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9 월 말에는 대만의 한 기독교 워크샆에서 오디오성경과 언어 유지에 관한 발제와 

워크샾의 일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대만 위클리프 사무실의 행정과 

인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 지역책임자의 업무를 감당할 예정입니다. 마르다는 지난 해말부터 

치주염으로 3 차례의 치료와 감염된 이를 뽑기위해 한 번의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를 

뽑아낸 후로도 잇몸이 계속 부어있는데,오른쪽 볼의 침샘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 월에 MRI 를 찍을 예정인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완치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오.   

  

기억해 주십시오. 

1. 항상 기도로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고 전해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3. 저희 두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주시길 

4. 이삭과 모세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5. 시아버님께 구원을 베푸시기를 

 

대북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가끔 주일에 도로를 막고 도로 자전거 경기를 

개최합니다. 한 떼의 자전거를 탄 선수들이 우르르 지나가면, 그 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3) 

 

Could you please ask me before you print out or post this letter? Thanks.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쫒아가고 있습니다. 경기중인 선수들을 돕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물과 수건을 가져다 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어떻게하면 좋겠다고 코치도 하는 

지원군들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지역책임자의 일은 마치 이 지원군들과 같다고 느낌니다. 

각각 다른 소수민족의 성경번역 사역을 감당하는 팀 동료들과 함께 달리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 연결하고 여러 일들을 도우며, 단체 안에서 리더 그룹과 

팀들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업무배정이나 업무평가와 같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번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번역사역이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동료들을 도와 

소수민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시역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책임자의 일을 시작할 때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번역 전문가들인 팀 

동료들을 특히 일터에서 함께하지도 못하고 원거리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미지수였습니다. 일터의 상황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까지 

겹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2 년간의 업무평가에서 제가 섬기는 팀 동료들이 저에게 

긍적적인 평가와 감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팀 동료들을 행정적으로 돕고 섬겨서 그들의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분이 저를 그 자리에 불러 

주시고 사용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더불어 기도와 재정으로 보이지 않는 사역지에 

지속적으로 저희의 지원군들로 함께 해주신 밀알 가족과 사역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지 않을 듯하던 대만의 여름이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쌀쌀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밀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추석이 성큼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해의 추석은 코로나로 어떤 모습일지 아마 

예년과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2020 년 9 월 

        알버트, 마르다, 이삭, 모세 올림 

        


